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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의 예술지원정책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을

통해 조직자율성을 획득한 이후,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른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정권교체로 인해 예술지원정책의 내용이 차별적으로

전개되거나 혹은 정권교체와 상관없는 독자적인 지원정책의 흐름

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한 것

이라 보기 어렵다는 전제 하에 한국 예술지원정책이 가지는 정치

적 자율성의 실제를 들여다보고 이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

적을 두었다. 나아가 비교분석방법을 통해 정치적 성격에 따른 예

술지원정책의 특성을 대조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연구는 개별 지원정책 사례에 대

한 처방적 접근이 주를 이루었으며, 예술지원정책의 전담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연구도 미흡하였다. 특히 예술지원정

책의 정치적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 현실임에

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술지원정책이 지니는 정치적 성격에 대한

학문적 고려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일부 연구에서 정치적 성

격은 예술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이나, 인적 자원의 측

면에만 치우쳐 연구되어 왔을 뿐이다. 예술지원정책의 정치적 성

격이 구체적으로 정책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 정책에 반영되고 나

타나는지에 대한 고찰이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 예술

지원정책의 내용을 정치적 자율성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구체적

으로 정치적 자율성이 실제 발현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개별

정부의 정치적 성격에 따른 차이를 주목하였다. 연구의 분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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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정치적 성격을 정책책임자인 장관

의 발언을 비롯한 각종 문헌연구를 통해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

으로 전제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성격을 정책이념, 정책수단, 정책

결과의 분배로 나누어 두 정부의 세부적인 예산배분 내용을 분석

하였다. 나아가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두 정부 간 차별적 예산배분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록 등을 참고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한국 예술지원정책의 정치적 성격이 무엇을 의

미하며, 나아가 정권교체에 따라 변화해 온 예술지원정책의 특성

을 기술하고, 향후 예술지원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적 맥락에서 정치적 성격의 기준을 설정

하고 예술지원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시·공간에 따라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예술지원정책의 한국만의 특성을 도출하고

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예술지원정책을 비교

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예술지원정책은 실질

적으로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역사적으로 진보와 보수를 가늠하는 기준인 평등에 대한 인식 차

이가 예술지원정책에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술지원정

책의 예산배분 과정에서 위원회의 상위기관 및 외부환경의 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작지원정책에서 진보적 성격의 노무현 정부는 전반적으

로 예술계 대상 및 장르적으로 균등한 배분 양상을 보이며, 주로

직접지원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이에 반해 보수적 성격의 이명박

정부는 성과와 경쟁을 강조하고, 예술공간과 같이 예술가 주변을

우회하는 형태의 간접지원 방식을 선호하였다. 전반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예술지원정책은 분산형 지원을, 이명박 정부는 집중형 지

원을 강조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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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향유지원정책에서 진보적 성격의 노무현 정부는 이념적으

로는 보편주의를 지향하였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보편적 접근

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다만, 향유지원정책을 예술지원정책

의 한 축으로 이끌었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 보수적 성격의 이명

박 정부는 향유지원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강

조한 선별적 접근을 선택하였다. 특히 소득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기준을 바탕으로 정책대상을 선정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노무현

정부에 비해 정책대상의 범위를 협소하게 바라본 것이며, 동시에

정책효율성이 높은 정책대상자를 강조함으로써 예산배분의 효율극

대화를 추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산배분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 예술지원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한

국은 위원회 전환이라는 조직 변화를 통해 정치적 자율성 획득을

추구하였지만, 실질적 의미의 정치적 자율성은 아직 요원하다는

것이다. 현재 위원회가 가진 한계는 예술지원정책이 이루어지는

협상 테이블에서 다른 행위자들과 동등한 관계를 확보하지 못했다

는 점이다. 예산배분의 내용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

며, 예술계 내부의 합의된 독자적인 예술지원정책의 방향도 이끌

어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한국 예술지원정책에서 정치적 자율성

의 의미는 정치개입의 배제라는 원론적 의미보다, 위원회가 다른

행위자들과 객관적으로 균형 있는 관계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

다.

둘째,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성격에 따라 예술지원정책의 방향

이 상당히 다르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한국에

서 다른 정책분야와 같이 업적주의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와 높

은 상관성을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

재 한국은 어떠한 방향이 옳은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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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정책대상자인 예술계 내부에서도 지금까지 충분히 논

의하고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인식

차이를 반영한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하였다. 우선 이론적인 면에서는 예술지원정책의 정치적 영향

력에 대한 규범적 논쟁이 현실에서 다수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양태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부족하

였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성격이 예술지원정책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

을 주는 분석틀(frame of reference)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론적으로 정치적 자율성을 강조해 온 팔길이 원칙이 정부

지원의 기본원칙이지만, 실제 적용되기 어려운 원칙이라는 점을

한국적 맥락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나아가 한

국 예술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그동안 미흡

했던 예술지원정책 연구의 확장에 기여하였다.

다음으로 정책적인 면에서는 예술계가 지원심의과정에 대한 관

심뿐만 아니라, 예술계의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정보전달,

담론형성, 신뢰조성과 같은 역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

을 제시하였다. 또한 예술지원정책의 정치적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정권교체는 수혜집단의 예측가능성을

낮추며, 지원조건의 변화와 유사한 효과, 즉 상당 수준의 강제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 예술지원정책, 자율성, 팔길이원칙, 정치적 성격, 예산분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학 번 : 2012-3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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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5년마다 성격이 다른 새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문예 정

책 상의 기조 변화도 심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238)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위원회의 40년 역사를 기록

하는 보고서에서 2000년대 정부의 문화정책을 이렇게 평가하였다.

과연 “성격이 다른 새 정부”는 어떠한 정부를 의미하는가? 그리고

새 정부가 초래하는 “정책 상의 기조 변화”는 무엇을 말하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즉, 위원회는 법적으로 민간합

의기구라는 조직자율성을 획득하였는데, 새 정부에 따라 정책 기조

의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그 결과 예술지원정책이 변화할 수밖에 없

었음을 암시하는 평가를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위원회가

정부로부터 정책과정 전반에서 실질적인 자율성을 획득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자체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예술지원에 대한 논의 중 ‘팔길이 원칙(the arm’s length

principle)’은 보편적인 원칙이자, 지켜야만 하는 규칙으로 인식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가 핵심 명제이

다. 이러한 ‘팔길이 원칙’은 문화예술정책을 펼치는 대부분의 민주주

의 국가에서 인정하는 “문화행정의 보편적 원리”로서, ‘팔길이 원칙’

으로 표현되는 “정치성과 관료 간섭의 배제는 문화행정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정홍익, 200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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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공식적으로 ‘팔길이 원칙’을 언급한 이

래, 당연히 지켜져야 할 원칙이 되었다. 또한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과거의 하향식 지원방식인 진흥원 체제에서 상향식 지원방식을 반

영한 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서 상위 기관인 정부의 개입에서

벗어나 현장 예술인들이 직접 지원정책을 결정하는 형태로 변화하

였다(정창호 외, 2013). 즉, 한국에서 ‘팔길이 원칙’은 발전국가 시절

정부가 직접적으로 예술계에 관여하고 지원하던 시기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예술계가 정치적 자율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렇다면 과연 팔길이 원칙은 실제 실현가능한 규범인가? 이상적

으로 논의하는 바와 달리 역사적으로 예술지원은 후원자의 개입이

당연시되어 왔다. 교회, 왕실, 귀족계층 등이 주요 후원자였던 시기,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예술을 창작하는 예술가들을 찾았고, 따라서

예술가들은 그러한 후원자의 목적에 최대한 충실하고자 하였다

(Alexander, 2003). 한국의 경우에도 삼국시대, 고려, 조선을 거치는

시기 동안 왕과 왕실이 가장 큰 후원자였으며, 예술가를 국가기관에

예속시키는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졌다(박남수 외, 2009). 현대 사회

에 들어서도 예술에 대한 지원은 주요 후원자인 기업, 정부와의 관

계에서 온전하게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할 수 있다(Abbing, 2002).

한편, 한국의 경우, 현재 예술지원정책을 수행하는 주요 기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있다. 2005년 위원회로 전환되기 이전까지 문

화부 산하의 진흥원으로 있었으며, 1990년대 초반부터 약 10여 년

동안은 300억원에 못 미치는 규모로 지원예산이 동결되어 있었다(정

광렬, 2008). 이후 2005년 위원회 전환과 함께 위원회의 예술지원 예

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현재는 약 1,200억 원대의 지원예산을

활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예술지원정책은 2000년대 초반까

지 별다른 변화 없이 관행에 가깝게 안정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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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위원회 전환과 맞물려 예술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오랜 기간 커다란 변화를 겪지 않고 점증적, 안정

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예술지원정책이 위원회 전환이라는 조직구조

의 변화 이후 집권한 두 정부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정책변화 내용

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술

지원정책이 위원회 전환이라는 조직자율성을 획득한 이후, 실질적으

로 예술지원정책의 자율성 확보를 의미하는 팔길이 원칙을 이끌어

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만약 정권의 변화에 따라 실제적이고

유의미한 정책변화와 차이가 나타난다면, 이는 정권의 차이가 초래

한 정치적 영향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이다. 즉, 정권의 변화에 따른 실제적인 정책변화를 발견하고 이를

정치적 측면에서 해석한 후, 한국 예술지원정책의 정치적 자율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예술

지원정책도 여타 정책 분야와 같이 정치적 성격에 대해 연구할 필

요가 있으며, 정치적 자율성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각 정부의 정치적 성격의 차이가 예술지원정책의 목

표에서부터 수혜집단에게 도달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한국의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보다 적실성 있

는 이해를 추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차별적 반영은 예술지원정책이

정부의 정치적 성격과 높은 상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

가 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발견을 통해 한국 예술지원정책의 자

율성, 즉 팔길이 원칙의 실질적 의미와 현재 내포하고 있는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예술지원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인 지원

금, 즉 “예산이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왜 배분되었는지”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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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예산을 배분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예산이 얼마

나 효용극대화에 따라 배분되는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예산 배분

의 결과 “누가 얼마나 이익을 얻는가”에 있다(신무섭, 2014: 236).

즉, 효용극대화와 더불어 어떠한 정책으로, 어떠한 대상이 혜택을

받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따른다면 예

산배분의 변화는 결국 이익이 도달하는 지점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

이기도 하다. 예술지원정책은 기본적으로 수혜집단이 존재하는 정책

이며, 이로 인해 정책대상자가 중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예산이야말

로 가장 객관적으로 지원정책의 차별적 반영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료가 된다. 아울러 이러한 예산배분 과정에 있어 어떠한 환경과 상

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부각시켰는지를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위원회의 실제 회의내용

을 기록한 회의록(속기록)을 활용하였다.

제 2 절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한국의 예술지원정책을 담당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책과 각 정책별·정책대상별 예산내역을 대상으로 한다. 문화예술

위원회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의

기초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창작지원, 국제교류, 지역문화진흥, 문화

향수, 예술의 확산·보전 등의 정책목표를 가진 다양한 세부 정책을

집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원회에서 다루는 전체 장르에 대한 정책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의 ‘예술’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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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담당하는 기초예술분야의 개별 장르를 통칭하며, ‘지원’이라는

용어는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모든 정책과 수단, 방식을 의미한다.

엄밀히 말해 본 연구에서 다루는 예술지원정책은 한국의 법·제도

적 측면에서는 문화예술지원정책이라고 지칭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법률의 이름 역시 「문화예술진흥법」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예술지원정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상 문화예술과 예술을 동일하게 볼 수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는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문화예술계 안팎에서 합의하고 있

는 기초예술 분야와 문화산업의 비영리적 실험영역을 대상으로 그

창조와 매개, 향유가 선순환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것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예술지원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한국문

화예술위원회의 정책 내용과 그 대상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로, 총 10년에 해

당한다. 구체적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를 진보성향 정부인 노무

현 정부로 설정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를 보수성향 정부인

이명박 정부로 설정하였다. 기본적으로 위원회의 사업은 당해연도에

익년도의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을 대부분 결정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엄밀히 분류할 경우, 본 연구의 시기에 해당하는 2004년은

위원회가 아닌 진흥원 체제에 해당하지만 2005년 정기공모사업을

비롯한 다수의 사업들이 2004년에 지원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반영하여 2004년도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특히 2004년은 위원

회 전환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의 예술계 의견 수렴이 거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2004년 2월에는 정치성향을 떠나 예총,

민예총 등 범문화예술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개정안의 조

속히 통과시킬 것을 종용하였다.1) 조직의 실질적 전환은 2005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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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04년부터 범예술계의 합의와 당시 정부의 정책의지를 바탕으

로 진흥원도 사실상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

다.

다음으로 대통령 임기상 이명박 대통령 임기 첫 해에 해당하는

2008년을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해로 설정한 것은 첫째, 2008년의

사업이 2007년에 결정된다는 점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둘째, 위원

장의 교체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이후, 유인

촌 장관이 부적절한 기금 운용을 이유로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제2대 김정헌 위원장을 전격 해임하고, 2009년 제3대 오광수 위원장

을 임명하였다. 이러한 위원장 해임이 정치적 이유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의혹이 오간 것이 사실이며(성연주, 2015),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새로운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위원회의 세부 운영

에 다양한 변화를 주었다.

마지막으로 종기를 박근혜 정부의 임기 첫 해에 해당하는 2013년

으로 한 것도 2008년이 노무현 정부의 시간적 범위에 포함된 것과

같은 이유이다. 2013년 지원사업의 대다수가 2012년에 결정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다. 아울러 진보성향의 노무현 정부와 보

수성향의 이명박 정부의 임기를 5년으로 동일하게 맞춰서 연구의

편의를 도모한 측면도 있다.

1) 2004년 2월 27일 오전 11시 범문화예술계는 기자회견에서 위원회 설립
지지를 표명하며,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통과를 촉구하였다(정창호,
2013; 오마이뉴스, 2004.2.27). 이전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위원회 전환
을 둘러싸고 예총과 민예총을 비롯하여 예술단체별, 장르별로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실상 이때의 기자회견을 통해 예술계 전체가
위원회 전환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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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2004. 6. 8
<창의한국>

청와대국무회의

2005. 8
위원회 전환
(대통령 공약)

2008. 9
기금개선방안
: 문화예술지원

4대원칙

2008
기능별

소위원회

2005
장르별

소위원회

1대 김병익
문학(평론)

05.8.26-07.7.26

2대 김정헌
시각예술

07.9.7-08.12.5

3대 오광수
시각예술

09.2.12-12.2.11

4대 권영빈
언론/방송

13.3.15-15.6.8

<그림 1> 연구의 대상과 시간적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위원회가 수행하는 예술지원정책의 결정

사항 전부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한국 예술지원정책의 정치적 성격

을 도출하기 위해 정치적 성격의 일반적 의미를 살펴보고, 나아가

한국 역대 정권과 문화예술정책 분야의 정치적 성격과 구분을 살펴

보고, 주요 국가의 예술지원정책을 정치적 성격에 따라 비교한 내용

을 제시하였다. 둘째, 예술지원정책의 예산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위

원회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예술지원정책을 세세부사업 혹은 기초사

업 단위에서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분류한다. 셋째, 각 세세부사업

혹은 기초사업의 정책목표, 정책내용, 집행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에 포함된다. 넷째, 예산이라는 숫자가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하는 전후 맥락을 파악하여 분석결과에 반영하기 위

해 예산배분을 결정하는 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활용한다. 즉,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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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한국 예술지원정책의 정치적 성격을 분석하

기 위해 위원회의 예술지원정책 전부를 면밀히 살펴본다.

2. 연구방법

첫째, 예술지원정책의 정치적 성격을 살펴보고, 노무현 정부와 이

명박 정부를 비교하기 위한 대립기준을 도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

은 내용으로 문헌분석을 하였다. 정치적 성격에 대한 개념화를 시작

으로 정치적 성격에 대한 일반적 논의, 진보정부와 보수정부를 대표

하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하는 연구 및 각종 공식 보

고서를 비롯하여, 프랑스, 영국, 미국의 정치성에 따른 예술지원정책

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해 각 국가별 정책보고서 및 각종 사례분석

선행연구 결과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이어서 한국의 특수성을 고

려하고 반영하기 위해 예술지원정책의 수장인 문화부2) 장관의 인터

뷰 내용을 정리하였다.3) 즉, 문화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발언한 내용

이 각 정부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적 가치관을 반영한다고 가정하

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문헌분석에 포함하였다.

예술지원정책이 문화부가 수행하는 방대한 업무 영역의 한 부분인

만큼 장관의 언론 인터뷰가 예술지원에 대한 각 정부의 관점을 모

두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

여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집권 초기에 발간한 정부보고서

2) 노무현 정부 당시 문화관광부,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공
식 명칭이며, 본 연구에서는 시기별 필요에 따라 문화관광부,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부를 혼용해서 사용한다.

3) 장관의 인터뷰를 활용함에 있어 기자의 해석에 따른 왜곡을 피하기 위
해 기사 내용 중 직접인용(“~~~”)표시가 되어 있거나, “장관이 ~~~하다
고 강조하였다.”등과 같이 장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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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창의한국(2004)>, <새예술정책(2004)>, <품격있는 대한민국

(2008)>을 통해 문화부의 비전과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

제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상술한 보고서는 노무현 정

부와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예술

지원정책에 대한 각 정부의 정책방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

에서 본 연구에서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다.

둘째, 한국 예술지원정책의 정치적 성격과 그에 따른 차이를 실질

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문화예술위원회의 예산 내역을 연구 자료로

사용하여, 예산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에서 해마다 내부평가자료로 발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에 공

개한 종합심사평가보고서 혹은 기금사업실적보고서에서 명시한 예

산결정 내역을 바탕으로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 중 정기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심의 신청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지

원심의종합보고서도 포함한다.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단위사업-세부사업-세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아래 표는 2009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단계별 사업내

용의 예시이다. 표에서 설명하는 기초사업은 세세부사업 아래에 존

재하는 사업으로서 위원회 보고서에는 세세부사업과 함께 표현되어

있다. 예를 들면, “수요자맞춤형지원-지원컨설팅서비스, 수요자맞춤

형지원-청년인턴채용지원”등과 같은 식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공개 범위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정책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를 하나 추가하고 이를 기초사업이라고 명명하였다. 예를 들어

수요자맞춤형지원에 속해 있는 “지원컨설팅서비스”나 “청년인턴채용

지원” 등이 기초사업에 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초사

업을 기준으로 예산분석을 하되, 기초사업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세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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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기초사업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예술창조활동수요자맞춤형지원

수요자맞춤형지원

지원컨설팅서비스

청년인턴채용지원

계기성기획사업지원

국민제안예술프로젝트

공연예술전문단체집중육성

예술창작역량강화특화사업

문학특성화

시각예술특성화

공연예술특성화

<표 1> 2009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단계별 사업내용의 예시

한편, 세세부사업 단계에서는 사업별로 지원결정건수-예산액(지원

결정액)–지원건수-집행액이 명시되어 있다. 공모를 통해 이루어진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신청건수도 함께 명시되며, 특히 정기공모사업

은 장르별로도 집계 가능하다. 지원신청건수는 지원신청액과, 지원

결정건수는 예산액과, 마지막으로 지원건수는 집행액과 연결된다.

지원신청건수는 공모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지원사업에 신청한 예술

가 및 예술단체 혹은 프로젝트 등의 건수이며, 지원신청액은 신청서

에 명시된 신청액의 합계를 의미한다. 지원결정건수와 지원결정액은

위원회의 심의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된 건수와 예

산액이다. 지원건수와 집행액은 지원사업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난

뒤, 신청자의 사적인 사유 혹은 정부지원에 적합하지 않아 추후 취

소되는 건수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 건수와 집행

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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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위원회의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따르되,

가능한 한 장르별 예산도 정리하였다. 또한 지원액이 결정된 순간의

판단, 즉 의사결정 당시의 판단을 분석에 반영하기 위해 예산분석은

지원결정건수와 예산액(지원결정액)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산분석 과정에서 전후 맥락을 면밀히 이해하고 이를

분석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의 회의록을 활용하였다. 위원회

회의록은 속기록이며, 속기록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볼 수 있

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 관련 자료를 획득하였다. 속기록은

처음 자료를 제공받을 때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속기록에 명시

된 모든 이름이 지워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제공된 속기록

의 내용과 같이 직함은 명시하되, 당시 어떤 사람이 발언한 것인지

와 누군지 역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장르와 같은 정보는 공개하지 않

고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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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예술지원정책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 1 절 예술지원정책의 성격에 대한 검토

1. 예술지원 담론과 정부의 역할

1) 예술의 의미와 범주

예술이 무엇인지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서구의 현대 미학에서도

‘예술정의불가론’을 언급하며, 예술을 규정하고 명확하게 정의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Weitz, 1959). 사회학자인

Becker(1982)는 예술이란 사회적으로 정의된다고 하였다. 즉, 사람들

이 특정 작품을 예술이라고 칭한다면, 그것이 곧 예술이라는 것이

다. 엄밀히 본다면, 나아가 예술은 예술세계에 속한 특정 집단에 의

해서 정의된다고 하였다.

Alexander(2003)는 무엇을 예술로 다루는지 목록을 작성하여 간접

적으로 예술을 정의하고 또한 예술의 범위를 설명하였다. 그는

Griswold(1994)의 문화의 정의와 분류의 개념에 따라 명시적 문화

(explicit culture)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을 예술로 칭하였다. 구

체적으로 시각예술, 오페라, 고전음악, 무용, 문학 등 이른바 순수예

술 혹은 고급예술로 부를 수 있는 것들을 예술이라고 하였으며, 나

아가 대중음악, 대중소설, 영화, TV드라마 등을 포함하는 대중예술,

민속예술 등도 예술에 속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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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예술은 학문적으로도 명확히 그 의미와 범주를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예술정의불가론을 이야기한 Weitz(1959)는 예술이란 계

속해서 변화하는 일종의 열린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는 Becker(1982)의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예술의 개념과 일맥상통한

다. 결국 예술에 대한 정의의 어려움은 후술할 예술의 영역에 대한

연구에서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을 구성하는 영역이 무

엇인지를 이해함으로써 귀납적으로 학문적 의미의 예술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술지원정책은 예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가? 예술의 법적 의미와 정책적 대상을 살펴보자. 예술에 관한 대표

적인 법률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문화

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동 법은 문화예술이란 용어를 우리가 일상에서 인지하는

예술과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문화예술 혹은 예술이란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관련 법률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이외에,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예술인복지법」, 「지역문화진흥법」 등이 있는데 이러한 법률들

은 모두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다. 추

가적으로 「공연법」에서 공연의 정의를 별도로 내리고 있는데, “공

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

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이처럼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예술의 개념을 종합하면, 문화, 문화

예술, 예술은 거의 동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애초에

1970년대에 문화의 영역을 정부가 관리한 것은 문학, 미술, 음악 등

과 같은 고급예술을 문화의 영역으로 두고 국민의 정신을 통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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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함이었다(염찬희, 2009: 221). 정부는 고급예술을 문화로 이해하였

고, 고급예술 이외의 문화예술은 대중문화로 통칭하여 공보정책의

영역으로 다루었다(염찬희, 2009: 221). 이후 민주화, 세계화, 지방화

등의 시대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법·제도적으로 문화예술을 의미하는

영역이 확대되었고, 그 결과 지금에 이른 것이다.

결국 문화, 문화예술, 예술은 정책적으로 혼재되어 사용된다고 보

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화권에 대한 논의나 문화기본

법4)의 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정책에 따라 문화는 보다 상위

의 개념으로 다루어질 여지가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예술지원정

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한국문

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예술지원정책을 문화예술지원정책의 개

념과 동의어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2) 정부의 예술지원을 둘러싼 찬반담론

예술에 대한 정부지원은 오랜 기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찬반논란

이 있었던 정책분야이다. 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을 찬성하는 측에서

는 공공재 혹은 혼합재로서의 예술(Clofelter, 1992; Baumol and

Bowen, 19665)6); Baumol, 1996; Frey, 2003), 예술의 사회적 가치

4) 「문화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동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
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제4조에서는 국민의 권리로서 ‘문화
권’을 설명하고 있다. 제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
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 이라 한다)를 가진
다.”고 명시하였다.

5) Baumol and Bowen(1966)은 엄밀히 말해 예술을 공공재와 사유재의 특
성을 동시에 가진 혼합재(mixed goods)라고 하였다. 직접 예술을 접하
는 대상에게는 직접적인 편익을, 사회 전체적으로도 일반 대중에게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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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y, 2003), 문화예술의 향유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Mulcahy and

Swaim, 1982)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특히 계산할 수 없는 공공재

로서의 가치와 복지국가시대에 들어서면서 ‘문화권’이라는 말이 생

성될 정도로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을 권리로 인식하게 된 것이 주

요한 근거이다. 또한 복지국가 패러다임이 보편화되면서 경제적 여

건에서 어려움을 겪는 예술가에 대한 복지도 주요 찬성근거이다.

최근에는 예술이 주는 경제적 효과와 예술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예술의 경제적 효과는 문화산업에 대한 전 세

계 각 국의 정책적 관심을 통해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히

응용예술분야는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문화산업 범주에 속해 있

다(김경욱, 2011). 또한 사회적 형평성은 최근 한국에서도 관심을 갖

는 부분으로 향수권 확대를 위한 정책의 논거로 활용된다. 즉 경제

적 여건이 떨어지는 계층의 경우, 보편적 문화향수권을 누리는데 제

약을 받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Cwi, 1982).

이에 반해 공공지원을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측은 정부의 개입에

따른 시장의 왜곡(Abbing, 2002),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및 정치

적 도구화(Lingle, 1995), 예술지원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정책

적인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간접적인 편익에 대해서 최소한
“국가에 부여하는 위신(the prestige)”, “주변의 비즈니스(상점, 호텔, 레
스토랑 등)의 고객을 유인하는 실질적 편익”, “미래세대에 제공하는 무
형의 자원”, “대중에 대한 교육적 차원의 공헌” 등을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다양한 편익이 창출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6) 비용질병(cost disease)는 공연예술단체는 필연적으로 적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적자에 직면한다는 것
은 공연예술단체가 공연예술이란 상품을 둘러싼 경영을 잘못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Baumol and Bowen(1966)은 그들의 연구에서
잘못된 경영이 아니라 공연예술이라는 산업 자체의 특성 때문에 필연적
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질병을 주요
근거로 미국 정부는 예술 영역에 적정 수준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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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Baumol and Bowen, 1966). 또한 과연

예술지원이 사회적으로 충분한 효용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증명

불가능성이 초래하는 근본적인 회의감(Heilburn and Grey, 1993) 등

을 근거로 제시한다.

구분 학자 근거

정부

지원

의

찬성

Baumol &

Bowen

(2011)

공연예술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를 통해 예술

영역의 비용질병(cost disease)을 제시함

예술을 공공재로서 인식함

Mulcahy &

Swaim

(1982)

예술향유의 기회를 재분배함으로써 사회적 형평

성을 확보할 수 있음

Cwi

(1982)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보편적 문화향수권을 누

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Clofelter

(1992)

예술영역은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영역

이므로 정부개입은 불가피한 현상임

Frey

(1999; 2003)

예술은 선택가치, 존재가치, 유산가치, 명성가치,

혁신가치 등의 사회적 가치를 기대할 수 있음

Abbing

(2002)

예술은 대표적인 가치재이며,‘예술=사회적 권리’라

는 인식에 기반함

김정수

(2006)
문화부문의 시장실패를 제기함

정부

지원

의

반대

Haag

(1979)

정부가 좋은 예술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고 볼 수 없음

정부가 선택한 예술지원정책이 납세자에게 정당

화될 수 있는지 의문

Banfield

(1984)

예술지원에 대한 찬성근거 중 예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정보불완전 논리의 정당성에 의문

정말 유용한 정보라면 소비자가 이미 필요한 비

<표 2> 예술영역에 대한 정부지원의 찬반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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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찬반논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예술지

원은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의 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만

그 방식과 대상, 지원의 정도 등이 국가별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정홍익 외, 2008). 즉, 예술

지원정책은 ‘보편적’인 정책으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류정아,

2015: 4). 각 국가 내부적으로는 예술지원을 바라보는 정책방향에 따

라 예술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변화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변화의 폭은 국가별로 각기 다르다. 그리고 정부의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는 만큼 더 나은 예술지원과 필요한 곳에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목적의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주로 정부를 중심으로 예술이 가지는 공공재적

성격과 예술이 발현시키는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여 예술지원의 정

당성이 언급된다(류정아, 2015). 예술이 발현시키는 사회적 가치는

이른바 비시장적 가치라고도 불리는데, 이에 대해서는 Frey(2003)가

그의 저서에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Frey(2003: 124-125)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선택가치(option value), 존재가치(existence value), 유산가치

용을 직접 지불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예술지원

을 비판

Heilbrun &

Grey

(1993)

정부는 대중의 예술에 대한 욕구까지 책임질 필

요 없음

예술영역에 대한 정부지원의 사회적 효용은 증명

이 불가능함

Abbing

(2002)

정부의 개입에 따른 시장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함

김정수

(2016)

소비자 주권 개념을 근거로 정부지원의 적정 규

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무조건적인 지원은 지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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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quest value), 명성가치(prestige value), 혁신가치(innovative

value) 등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선택가치는 특정 개

인이 현재 예술을 향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예술이 사회적으로 공급

되고 언제든지 향유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편익을 얻을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존재가치는 선택가치에서 더 나아가 예술 및

관련 활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기만 해도 편익을 얻을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산가치는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으로서, 미래세대에 문화적 유산을 남긴다는 것만으로도 편익이 발

생한다는 것이다. 명성가치는 특히 문화예술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가치로서, 역사적, 예술적으로 의미 있는 문화예술시설의 존재가 불

러일으킬 수 있는 경제적 편익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혁신가치

는 예술에 대한 경험이 사회적으로 창조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한다고 본다. 예술이 이러한

다양한 관점의 사회적 편익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실패가 진

행될 수밖에 없는 재화라는 점이 강조되면 예술지원의 정당성이 더

욱 심화되는 것이다.

2. 예술지원정책의 자율성에 대한 논의

1) 자율성의 개념

행정기관의 자율성은 일반적으로 외부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정

광호·권기현, 2003). 외부환경과 상관없이 내부에서 스스로 정한 기

준에 따라 운영되는 수준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어떤 조직이 정책결정을 하고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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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조직 외부의 다른 집단이나 조직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그 영향을 받는 수준이 어떠한가에 따라 자율성의 수준이

크게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자율성을 연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율성 개념은 크게 정치적 자율성, 행정적 자율성, 통합적 자율성

의 개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서성아, 2011: 247; 신복용, 2012: 12).

우선 정치적 자율성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개입, 또는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전문성이 중요한 정책영역에서 가

장 중요하게 다루어진다(Christensen and Yesilkagit, 2006; Gilardi,

2005). 정치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왜 전문화된 기구에 권한

을 위임해야 하는가, 또는 행정기관이 왜 정치적 개입에서 벗어난

자율성을 가져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Girlardi, 2005;

Christensen and Yesilkagit, 2006; Madden, 2009; 서성아, 2011).

다음으로 행정적 자율성은 정치적 개입에서 벗어나 새롭게 설립되

는 전문화된 기구에 대한 관심, 즉 정치적 자율성의 관점에서 나아

가 이러한 전문화된 위임기구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관

심을 둔다(OECD, 2002: 21). 이러한 행정적 자율성에 대한 연구는

상술한 정치적 자율성의 개념에 더해 행정기관이 실질적인 의사결

정을 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둔다(Verhoest et al, 2004).

마지막으로 통합적 자율성은 이러한 정치적 자율성과 행정적 자율

성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관점에 기인한다(Krause, 1996; 서

성아, 2011).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이 정치권으로부터 일방향의 영향

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기관들 중에는 상호적응(mutual

adaption)이 나타날 수 있다. 주인-대리인 이론을 바탕으로 주인에

속하는 정치권과 대리인에 속하는 행정기관 양자가 모두 중요한 영

향력을 발휘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통합적 자율성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서성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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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세 가지 관점에서 자율성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근본적으로 자율성 개념은 정치적 자율성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

다. 즉, 행정기관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정치적 개입으로

부터의 배제가 자율성 개념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최근에는 비선출직 행정기관의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자

율성을 부여받은 만큼 그에 합당한 정치적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고민되고 있다(Christensen and Yesilkagit, 2006)..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오랜 기간 국가 개입으로부터의 자율성에 대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일종의 원칙과도 같이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자율성의 관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Matarasso and Laundry, 1999; 신복용, 2012). 팔길이 원칙에 의거

하면, 정치인의 직접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 어느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는가가 주요한 이슈가 되고(Flinders and McConnel, 1999: 17),

동 원칙의 가장 큰 목적은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예술적 자율성, 즉

창작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Madden, 2009). 이러

한 예술지원정책의 기본원리인 ‘팔길이 원칙’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한다.

2)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

국가의 예술지원을 논의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팔길이 원칙’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팔길이(arm's length)는 수

사적인 표현이다. 인간의 손(hand)과 몸(body)은 하나의 신체이지만,

동시에 이 둘이 직접적으로 서로 맞닿을 수 없기 때문에 팔의 길이

만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팔길이

(arm's length)는 일정한 거리(at a certain distance), 신중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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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prudent length)를 의미한다(Aquayo, 2012: 171). 즉, 너무 가

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는 거리(neither too close too far away)인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팔길이 원칙은 예술지원의 재원은 항상성을 유

지하되, 정부나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비롯하여 예술계의 각종

이해관계에 따른 불합리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즉,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개념이다. 이에

대해 Quinn(1997)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팔길이

원칙이 예술위원회가 정부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예술위원회의 활동은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여 독자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 년도 정의

Sweeting 1982
예술 활동, 기관 및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에 정부가 거리를 두는 것

Chartrand

and

McCaughey

1989

다원민주주의에서 부당한 권력집중과 이해관계

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에 관한 일반

적인 체계

Hewison 1995

국가와 국가가 설립하였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

는 기관 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1970년대까지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성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기간 정치인과 관료들의 사사로운 홍보 활

동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 운영되어 온 실용

적 수단으로서의 원칙

Quinn 1997

예술위원회는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채 존재 및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바

탕을 두고 있음

<표 3> 학자별 ‘팔길이 원칙’의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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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팔길이 원칙은 1946년에 설립된 영국의 ‘영국예술위원

회(Art Council of England: ACE)’의 관습적인 지원원칙이었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는 성문화되었다. ACE의 전신인 ‘음악예술진흥위

원회(the Council for the Encouragement of Music and the Arts:

CEMA)의 초대회장이자 영국의 대표적 경제학자인 케인즈(John

Maynard Keynes)가 처음 주창하였다.

영국은 세계대전 이후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은 국민들이 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정책들을 입안하게 되는데, 기

존의 엘리트 계층 중심으로 향유되던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일반국

민들로 확대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예술지원정책을 펼치게 되

었다. 그리고 ACE의 팔길이 원칙은 시대와 정권이 바뀐다고 할지라

도 예술지원의 대상과 지원금의 배분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거리두

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류정아, 2015).

팔길이 원칙은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영국과 유사한 정치문

화를 가진 영연방 국가들(Commonwealth nations)과 미국 등으로

확산되었다(Sweeting, 1982). 그 후에는 비록 다른 환경을 가졌음에

도 불구하고 노르딕 국가,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으로도 전달되었

다. 따라서 팔길이 원칙에 대한 주요 연구들은 대부분 영국의 정치,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외 지역

예술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은 최

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최소 거리는

예술위원회가 정치 세력의 부당한 영향/간섭으

로부터 자유로우며, 자체적인 쟁점을 스스로 조

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의미함

Madden 2009

1) 독립적인 자금지원기관, 2) 동료평가(peer

review)에 근거한 의사결정과정의 두 가지 요소

의 조합

출처: Aguayo(2012: 171-172),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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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루는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Aguayo, 2012: 170).

한편, 이러한 팔길이 원칙이 예술지원의 기본원칙으로 다루어지면

서 다양한 정치·행정체계를 가진 국가들이 예술을 대상으로 하는 정

책을 어떻게 펼치는지를 팔길이 원칙을 기준으로 유형화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Hillman-Chartrand and McCaughey(1989)는 팔길이 원

칙을 바탕으로 문화 분야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도를 촉진자

(facilitator), 후원자(patron), 설계자(architect), 기술자(engineer)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들은 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예술

에 대한 공공지원의 관심을 창의력(creativity)이 발현되는 과정

(process)에 대한 지원과 특정 예술 영역이나 형태의 창작 결과물

(production of specific types of art) 그 자체에 대한 관심, 즉 결과

(output)에 대한 관심으로 구분하였다. 과정(process)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정부의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강조하는 형태로 팔길이

원칙을 고수하고, 산출(output)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기술자

(engineer) 역할을 강조하는 형태로 팔길이 원칙이 짧아진다는 것이

다.

국가의 역할 사례 정책목표 재원 예술의 기준

촉진자

(facilitator)
미국 다양성 조세지출

무작위

(random)

후원자

(patron)
영국 수월성

팔길이의

예술위원회

전문적

(professional)

설계자

(architect)
프랑스 사회복지 문화부

공동체, 국가

(community)

기술자

(engineer)
구공산권 정치교육

국가의 예술생산

수단 소유

정치적

(political)

출처: Hillman-Chartrand and McCaughey. (1989), 재구성

<표 4> Hillman-Chartrand and McCaughey의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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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특정 국가들은 촉진자, 후원자, 설계자, 기술자 중 어

느 한 유형에 속하며, 이에 따라 정책목표, 재원조달, 예술의 기준

등에서 각기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혹자는 변화하는 경제

영역의 구조적 특성과 예술 산업(arts industry)의 중요도와 시장의

성장 수준에 따라 그들이 분류한 4가지 유형이 서로 융합

(convergence)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는데,7) Hillman-Chartrand and

McCaughey(1989)는 이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적용되

는 유형은 있기 마련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Hillman-Chartrand and McCaughey(1989)도 최근의 융합

흐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예술에 대한 정

부지원의 최근 경향은 다수의 정부들이 후원자(patron)를 주요 역할

로 설정하고 있더라도 설계자(architect) 역할을 함께 강조하는 경향

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예술창작의 비용

상승에 대한 압박8)과 커뮤니티 단위의 예술향유에 대한 욕구 상승,

예술 장르의 다변화, 혹은 분화과정에서 예술 지원의 대상이 끊임없

이 확대되는 경향을 지적하였다. 결국 이는 정부가 한정된 재원을

제약조건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영역과 그를 둘러싼

환경변화는 정부가 주도적인 예술지원을 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

이다.

또한 개별 정부들이 설계자(architect) 역할에서 나아가 기술자

7) Schuster(1985: 23)는 연구를 수행한 전후 기간의 경향에 빗대어 적정한
수준의 팔길이(arm’s length)을 내재한 예술위원회에 의한 후원자
(patron) 역할과 문화부(Ministry of Culture)에 의한 설계자(architect)
역할 사이에 “점진적 융합(a slow convergence)”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
다고 언급하였다.

8) 예술작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비용 상승에 대해서는 노동
생산성의 증가 등을 중요 원인변수로 두고 Baumol and Bowen(1966)이
비용질병이라는 개념을 통해 지적하였으며, Hillman-Chartrand and
McCaughey(1989)는 세계적 수준에 부합할 만한 더 나은 수준의 예술작
품에 대한 욕구로 인해 특히 대규모 예술 단체(large arts organization)
를 중심으로 재정지원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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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애

초 유럽국가들 내에서는 전 세계의 문화예술시장(특히 상업예술 분

야에서)이 미국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이를 경계하고 자국의 문

화예술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시작되

었다. 나아가 문화예술의 경제적, 산업적 효과(economic impact)가

강조되면서 자국 경제를 위한 새로운 산업이라는 인식 하에 적극적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상업예술

(commercial arts)에 대한 지원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몇몇 사례에서

는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를 위해 예술의 자유(artistic

freedom)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

였다. 이러한 극단적인 기술자(engineer) 경향은 2017년 한국의 문화

예술계를 강타한 블랙리스트(blacklist) 사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

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Hillman-Chartrand and McCaughey(1989)는 팔길이 원칙

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의 후원자(patron) 역할이 과연 예술(fine

arts)의 발전에 진정으로 기여하는가에 대해 의문부호를 남겼다. 대

다수 국가들의 예술에 대한 정부지원은 다양한 목표를 가질 수밖에

없고, 결국 지원 목적에 따라 효과적 정책이나 정부지원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다. 또한 ‘팔길이 원칙의 이중성

(double arm’s length principle)’을 언급하며, 전문적인 예술위원회

조직구성원들(professional arts council staff)이 위원회의 이사회

(board of trustees)로부터 팔길이 만큼의 자율성을 가진 채 전문성

을 발휘할 수 있는지, 나아가 과연 후원자 역할을 중심으로 한 예술

위원회 방식이 설계자 역할 중심의 문화부 방식과 비교하여 조직적

으로 관료화(bureaucratization) 수준이 낮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단

언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영국을 비롯하여 서구 국가들의 팔길이 원칙에 대한 논의와



- 26 -

비교하여 볼 때, 한국에서의 팔길이 원칙은 다소 특별하다. 과거 한

국의 예술 영역은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컸다. 이는

1971년 12월에 취해진 ‘국가비상사태선언’을 시작으로 삼엄해진 독

재정권 시기 하에서「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1972.8.14. 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1972년 10월 유신헌법의 공포로 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가 확립되고, 이어 전두환 정부가 집권하는 등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또한 정권의 영향력이 하향식으로 직

접적으로 전달되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체제를 통해 관주도의 예술

지원정책이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통해서도 추론할

수 있다(정홍익 외, 2008; 정창호, 2013).

특히 정부의 정치적 성격에 따라 지원원칙이 일관성을 상실한다고

보는 주장은 현재까지도 강력하게 언급되고 있다. 특정 단체의 선정

유무와 같은 미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원정책의 일관성

에 대한 의문제기는 정부의 예술지원정책의 신뢰성 저하에 큰 영향

을 미쳤다. 코드인사, 예술지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내용이 문

화예술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정권교체시마다 정치적으로 민감

하게 반응하게 되는 문화예술계의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음이 지적

되기도 하였다(원도연, 2014).9)

한편, 한국의 경우, 예술영역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재원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류정아, 2015:

84-85).10) 게다가 최근에는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

9) 연구동향에서 상술하였듯이 정부의 정치적 성향, 이념적 특성이 문화정
책의 지향점이나 구체적인 정책내용에서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다는 연구도 존재한다(이병량·황설화, 2012).

10) 2014년의 통계를 기준으로 공공부문(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
단체, 중앙부처 소관기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을 포함)의 총 지원규모
는 약 2조 1,384억원이며, 민간부문(기업, 기업재단, 기타재단, 개인의 일
반기부를 포함)은 약 1,569억원 수준이다. 민간부문의 지원규모는 비공
식적 영역까지 모두 판별해 내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수준으로만 비교해도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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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성과평가가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부와 예술가 집단 사이에

일명 ‘갑-을 관계’가 형성되었다. 즉,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예술

가 집단은 상당히 높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공공재원 의존

도가 높은 특성상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창작활동에 정치적 개

입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

의에 따른다면, 여타 정책의 변동을 초래하는 대표적 요인 중 하나

로 꼽히는 정권교체가 예술지원에서는 더욱 강력한 영향요인이 될

수도 있다. 실제 각 정부가 가지는 정치적 성향, 혹은 이데올로기에

따라 정부의 정책방향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일부 설명한 연

구도 진행된 바 있다(한승준, 2010).

3. 예술지원정책과 정부 간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주지하다시피 현재 예술지원정책은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영역에

당연하게 자리 잡은 상수이다. 정부의 예술지원에 대한 찬반논쟁과

는 별도로 대다수의 국가들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예술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후원자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예

술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도나 개입, 즉 예술지원정책이 어느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가는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과 민간의 예술지원에 대한
자세한 실태조사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보고서인 추계예술
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2016)의 「공공·민간 예술지원 실태조사 연
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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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술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는다.
Ÿ 예술에 관한 정부의 중립성

2) 정부도 자신만의 이해관계

와 취향이 있다.

Ÿ 장르편향성

Ÿ 정치적 성향과 지원원칙

Ÿ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지향점을 가

지고 지원정책을 수행

3)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관행

에서 굳이 벗어나지 않는다.

Ÿ 예술의 신성화와 암묵적인 철의 삼

각 형성

Ÿ 예술에 대한 존경과 예술관련 업무

를 수행한다는 자부심 등이 관료들

의 자발적인 포획을 이끌어냄

출처: Abbing(2002), 재구성

<표 5> 정부의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세 가지 관점

정부의 예술지원에 대한 관점은 상술한 바와 같이 대체로 세 가지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 따르면,

대체로 정부는 중립적이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중립적이기 위해 노

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원칙이 당연하

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예술지원

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팔길이 원칙’은 예술지원의 주요

원칙으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예술지원정책 사례를 비롯하

여 각 국가에서 논의되는 담론을 통해 본다면 정부가 예술지원정책

과정에서 중립적인 자세로 예술의 자율성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역사적으로도 예술은 왕실, 종교, 귀족계층 등의 후원에 의해 재원

이 충당되었으며, 이러한 후원에는 당연히 각각의 의도나 이해관계

가 존재한다(Alexander, 2003; Abbing, 2009). 현대 사회에 들어서는

이러한 역할의 일부를 정부가 나누어가지게 된 것과 다름없다

(Alexander, 2003). 따라서 현대사회의 정부도 예술사에 등장한 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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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원집단들과 같이 자신만의 이해관계나 취향이 있다는 관점이

나타난다. 물론 과거의 후원체계에 비해 지금의 정부가 하는 예술지

원은 예술을 도구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크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예술을 지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Abbing, 2009: 279-281).

구체적으로 자국의 문화장려, 자국 예술의 보호와 같은 민족주의

적 목적이나(Alexander, 2003: 121), 자국의 경쟁력을 강조하기 위한

과시적, 도구적 기능으로서 예술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술을

지원한다는 논의도 있다(Abbing, 2009: 278-281).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영국에서는 2000년대 전후로 집권하였던 신노동당

시대 당시, 노동당 정권의 정책방향에 따라 이루어진 예술지원정책

이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여 오히

려 예술계에 부담을 주었다는 비판이 존재한 바 있다.11)

이러한 논의는 예술지원정책의 상위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는 문

화정책에 관한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문화정책 내 지원이 이루어지

는 과정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은 국가가 지원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범주로 일종의 바

람직한 취향을 골라내는 과정이 된다는 것이다(Miller and Yúdice,

2002).

이 외에도 조직 내부의 관점에서 예술지원을 담당하는 자신의 조

직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관행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한

다. 특히 관련 기관의 공무원이 처음에는 예술에 대해 관심이 없다

가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술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기도

하며, 무언가를 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한

11) 영국의 잉글랜드예술진흥위원회(Arts Council of England: ACE)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수행한 연구프로젝트인 The Public Value
Programme의 세부프로그램 중 하나인 “The Arts Debate”에서 언급되
었다. 이에 관해서 최근 영국에서는 수단으로서의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최보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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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Abbing, 2009).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관료들은 스스로 포획되기도

하며, 혹은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예술계와 끈끈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기도 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개별 현상들을 살펴본다면, 과연 예술지원정책이 정

부로부터 자율성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의문

점이 생기게 된다. 상술한 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특히 정부의 정치

적 성격은 예술지원의 방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는 기본적으

로 정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지향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

속에서 나타난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이

다. 이에 따라 예술지원의 기본원리인 팔길이 원칙은 주로 자율성의

세부 개념 중 정치적 자율성에 근거하여 거론된다.12) 결국 정부가

어떠한 예술지원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따라 당연히 예

술지원의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

한 예술지원정책의 지향점에 대한 논의는 해당 정부가 가지는 의도

나 취향, 혹은 이해관계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변인들에 의해 다양

한 형태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한국의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논의

1. 예술지원의 역사적 변천

한국의 예술지원정책의 시작은 법·제도적으로 1972년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다.13) 동 법의 제정으로 문화예술진흥기

12) 팔길이 원칙을 다룬 대다수의 연구와 보고서들이 정치적 간섭의 완전
한 배제를 의미하는 정치적 자율성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론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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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모금이 시작되었고, 지원기구로서 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되었

다. 당시에는 고급예술이라고 불리는 문학, 미술, 음악 장르를 중심

으로 전통문화를 강조하는 예술지원정책이 중시되었다. 이러한 민족

문화예술을 중시하는 정책방향은 1973년과 1978년에 발표된 「문예

진흥5개년계획」에서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다.

1970년대의 예술지원정책은 주로 창작진흥형 사업의 비중이 높았

으며(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47), 당시 지원정책은 명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문화의 재건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

가나 예술작품을 탄생시키고자 노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성연

주, 2015: 19-21). 이는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예술을 즐길

만한 향유층이 거의 없는데다가, 애초에 즐길 수 있는 예술가나 예

술작품, 예술시설 등이 부족한 데 따른 결과였다. 특히 1973년 설립

된 문화예술진흥원은 본질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이를 위해 대중

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홍보나 교육을 위한 수단처럼 활용되었다(김

정수, 2006; 정홍익 외, 2008).

아울러 현실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에서 전두환 대통령으로 이어지

는 권위주의 시기의 문화예술은 국민의 정신을 조절하기 위함이었

다고 볼 수 있다(염찬희, 2009: 221). 즉, 과거 권위주의 시기 한국의

예술정책은 ‘지원’이라기보다 ‘규제’와 ‘통제’에 맞춰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명

시된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특히 1980년

대 들어서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진 연극, 영화가 문화예술 개념에

포함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일반 국민들에게 높은 영향력을 가

진 장르를 예술지원정책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의 영향력을

13) 1968년 문화예술정책을 관장하는 문화공보부의 발족을 예술지원정책의
시작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
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 것은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한국문화
예술진흥원을 설립한 때라고 할 수 있다(이종원, 2007: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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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과시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예술지원정책은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청산되고 이른바 직선

제에 의한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선 1990년대부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김영삼 정부 당시의 예술지원정책은 성

과 과시용 혹은 이벤트성 사업에 집중되고, 과거의 지원 관행이 그

대로 유지되었다고 평가받는다(전병태, 2005: 65). 이어서 집권한 김

대중 정부에서는 2000년 문화예술 부문의 세출예산이 정부 전체 예

산의 1%를 처음 넘어섰다. 또한 과거 권위주의 정부 당시의 부정적

유산이라 할 수 있는 예술에 대한 규제 및 검열을 완화하거나 폐지

하였다.15)

14) 개정이유에 대해 “최근 만화가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출판 등 주요
문화산업의 창조적 원천으로서 그 중요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법의 ‘문화예술’의 정의 개념에 만화를 포함시킴으로써 법
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만화를 문화예술의
정의 개념에 포함시킨 것을 제외하고는 과거 개정 과정에서는 포함되는
장르를 확대한 것에 대한 개정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15)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가 「공연법」의 전면개정이다. 구체적으로 각
본에 대한 사전 심의제 폐지, 공연자 등록제 폐지, 공연장 설치 허가제
폐지(공연장 등록제로 전환), 무대공연 신고제 폐지, 공연장 설치 사전

1972.8.14.제정 1987.11.28.개정 1995.1.5.개정 2013.7.16.개정

문

화

예

술

개

념

문학, 미술,

음악, 연예 및

출판에 관한

사항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및 출판에 관한

사항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사항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14)에 관한

사항

<표 6>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 개념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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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술지원정책의 실무를 담당하는 일선 조직 중 하나인 한

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업무는 상술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에 비

해 아쉽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펼치는 지원정

책의 예산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나온다. 1992년 3,000억 원의 기

금 조성 계획이 발표된 이래, 진흥원은 동 목표를 달성하고자 적립

치중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실제 예술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는 10

여 년간 270억 원 내외로 동결되었다(정광렬, 2008: 15). 당시 경제

규모, 물가의 성장을 고려한다면 10여 년에 걸친 지원규모 동결은

심각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관 주도형 지원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노출하였는데, 권위주의 정부에 비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정부의 규제와 간섭, 관료적 비전문성에 따른 비효율적 지원, 소규

모 예산으로 인한 소액다건식 지원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정창호, 2013; 전병태, 2005). 그리고 관 주도형 지원 체계에 대

한 문제의식은 노무현 정부에 민간 주도형 지원 체계라 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16) 그 결과, 2005년 한국

문화예술진흥원은 합의제 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었다.

그렇다면, 위원회 설립이라는 큰 전환이 이루어지고 난 후의 예술

지원정책은 어떻게 변화하여 왔을까? 아래의 표는 문화예술위원회

이전의 예술지원정책과 위원회 설립 이후인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

허가제 폐지(사후 등록제로 전환) 등이 이루어졌다.
16) 2003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 한국민족예술총연합(민예총)
을 중심으로 29개 문화예술단체들은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연합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동안 문예진흥원은 현장예술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국가 시책의 뒷바
라지에 더욱 많은 관심을 쏟아왔다. 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관광부에서
임명한 원장 및 사무총장이 문예진흥원 운영 및 문예진흥기금 배분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있는 일인 지배의 수직적 의사 결정 제도인 독임제’를
‘다수의 민간예술인들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원
칙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민간인 위주의 제도’로 전환하자는 취지로 제안
된 것이다. …” (전병태, 2005: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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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예술지원정책의 원칙과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은 외연의 확장과 내용적

다양성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오양렬, 2008:

111). 또한 형식적 측면에서는 문화예술 관련 중장기 정책비전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노무현 정부 이전의 정부에서는 중장기 계획에

문화예술위원회

이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조직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요목표 창작위주의 지원
예술/창작/유통/소비

균형적 지원
생활속의 예술

지원원칙

(1)

형평성 원칙에 따른

소액다건식 지원

선택과 집중의 전략

적 지원(예술의 수

월성 제고) + 소액

다건 병행(예술의

참여와 향수)

선택과 집중

적정규모의 다액소

건 지원방식

지원원칙

(2)

연례사업, 행사 위주

의 단년도 지원

현안해결위주의 다

년간 지원

사후지원방식 강화

다년간 프로젝트 및

단체 지원 중심, 사

후지원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

지원원칙

(3)

정형화된 장르중심

지원
예술의 다양성 중시

간접지원

(실질적 혜택은 예

술단체(인), 자금의

흐름과 지원은 지원

조직이나 방식으로

전환)

지역 간

관계

중앙위주의 일방적

직접 지원

지역/민간과의 협력

지원
지역협력사업 확대

출처: 정광렬(2008), 재수정

<표 7> 시기별 예술지원정책의 변동에 관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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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지 제약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확연히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다(오양렬, 2008: 112). 아울러 창작 위주의 지원이 창작, 유통, 소

비 단계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지원으로 변화해 가기 시작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한편, 소액다건식 지원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

칙을 일부 시도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

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정광렬, 2008; 라도삼, 2008). 정리하면, 노무

현 정부는 분배를 통치철학으로 두었던 만큼 문화정책의 수혜자들

을 폭넓게 아우르는 “다원적 문화정책”을 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평등분배와 예술의 창조적 다양성을 강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박광무, 2009a).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는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모토로 설명할 수

있는 문화예술정책을 펼쳤는데, 경제인 출신 대통령답게 추상적 가

치보다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평가받는

다(원도연, 2014: 236). 예술지원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는 평등하게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 더 잘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

에 확실한 지원을 하는 방식의 선택과 집중의 지원원칙을 보다 강

력하게 고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과 집중을 위

해 예술의 수월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추구하였다(박광무, 2009b). 이

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정책 중 확대계승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문화향수의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향수권 확대

부문이다(박광무, 2010).

2. 예술지원조직의 변화: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지원체계로 통칭하는 예술지원담당 조직은 크게 한국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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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위원회(중앙정부), 광역문화재단(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문화재

단(기초지방자치단체)으로 나누어진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수

행하는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사업은 대부분 지역의 문화재단,

즉 광역문화재단 및 기초문화재단과 재원을 분담하고 집행은 지역

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원규모나 정책의

다양성 측면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지원체계의 중심이며,

예술계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인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서 서술하도록 한다.

출처: 류정아(2015: 79)

<그림 2> 예술지원담당 조직

문화예술위원회는 2005년 8월 과거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전환되었

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문화예술진흥원을 현장예술인 중심

의 지원기구로 전환시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 결과가 바

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출범이다.17) 위원회의 출범은 관 주도형

17) 참여정부로 불리는 노무현 정부는 국정철학으로 ‘자율, 참여, 분권’을
제시하였다. 특히 문화정책 분야에서 ‘자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발현되었다(원도연, 2008: 164).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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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체제가 민간 주도형 지원체제로 변경되는 혁신적인 전환이라

평가받는다. 문화예술은 예술 그 자체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과 함께

표현의 자유가 중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인위적 영향력을 최

대한 배제하고자 하는 노력이 오랜 기간 예술계에서 이루어졌다.

위원회 전환을 두고 보수, 진보 계열 예술단체 및 각 장르별로 이

해관계 충돌로 인한 갈등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범문화

예술계 기구를 통해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켰다(성연주, 2015).18) 위

원회의 설립 자체는 예술단체 및 개별 장르의 정치적·이념적 성향

및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예술계에 속한 모든 행위자들이 원하는 것

이었다.

후보 시절 “문화예술의 자율성 및 다양성 확대”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하
였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 실현 방안이 바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
환이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5).

18) 진흥원 체제에서 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은 당시 예술계에서 많은 기대
와 우려를 낳았다. 진보 성향의 예술단체인 민예총에 전면에 나서 적극
적인 지지를 하였는데, 이에 따라 보수 성향의 예술단체인 예총의 우려
가 상당하였다(성연주, 2015). 하지만 기초예술을 살리기 위한 현장 예술
인 중심의 지원기구가 필요하다는 명분은 일부 반대를 누르기에 충분했
고(정창호, 2013: 176-178), 결국 2005년 기존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로 전환되었다.

문화예술진흥원 중심체제

(독임제의 관료조직)

문화예술위원회 중심체제

(현장예술인 중심의 민간위원회)

정부 산하기관으로서의 위상
자율성과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

는 국가차원의 민간자율기구
기금의 관리·배분에 국한된 지원정

책

정부문화예술정책과 연계한 지원

정책의 추진

현장문화예술인의 제한적 참여
민간자율적인 정책의제설정 및 민

주적 참여보장
문화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응 한

계

문화현장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성

을 가진 예술지원기구
출처: 문화관광부(2004); 양혜원(2006), 재인용

<표 8> 예술지원체제의 비교



- 38 -

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계 안팎에서 기초예술(순수예술)이라고

합의된 다양한 예술장르와 더불어 문화산업의 정책 영역 중 비영리

적 혹은 실험적이라 볼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행한

다.19) 이러한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은 과거 공공의 정책결정영역

에 위원장을 비롯하여 현장예술가들로 구성된 11인의 위원들이 참

여함으로써 민간이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위원회로의 전환은 예술

지원에 있어서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자유로운 예술 활동

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지원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는 ‘팔

길이 원칙’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의 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들을 장르별로 배분되는데, 이로 인

해 장르 간 위원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속한 장르만 챙기려고 하는

장르이기주의, 일명 ‘밥그릇 챙기기’와 지나친 반목이 초래되어 장르

간 균형발전을 추구하려는 위원회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는 우려가 처음부터 제기되었다(이동연, 2004: 199). 이러한 장르이

기주의는 과거 진흥원 체제 때부터 있던 고질적인 문제로, 위원들이

장르이기주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술지원의 장르별 지원금

배분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함께 위원회 조직구조

자체가 장르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

다(성연주, 2015: 45-48).

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rko.or.kr/) 기관 소개

http://www.ark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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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소위원회 운영현황, 재구성

<그림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소위원회 변천사(2005-2015)

결국 위원회는 2008년 2기 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기존의 장르별

소위원회를 기능별 소위원회 제도로 전환하였다. 기능별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추진하는 아젠다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2008년 전환 당

시 지원심의제도 개선, 전략개발, 기금운용계획편성, 재원확충 소위

원회를 비롯하여 각종 지원사업의 개선을 논의하는 다양한 소위원

회가 구성되었다. 이후 소위원회는 당해연도 위원회의 관심 아젠다

에 따라 변화하였으며, 4기부터는 예술지원, 지역협력, 문화복지, 예

술나눔, 기금운용계획 및 중장기전략 소위원회로 조정되었다.

대신 장르별 심사가 이루어지는 안건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를 총

괄하는 위원을 장르별로 5명 내외 선발하였다. 장르별 선발 위원들

은 책임 심의위원이라 불렀는데, 특정 계파나 경향성을 가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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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요 협회장 등도 배제하는 제한 조건들을 두었다. 또한 일정 자

격 이상의 사무처 직원들이 지원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

기회와 자리가 2009년 결정되어, 일부 지원사업에 한해 2010년부터

도입되었다.20) 이러한 변화로 인해 위원회 내부에서는 위원회 사업

을 총괄 결정한다는 위원회 회의가 실질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무것

도 없는 형식적인 회의일 뿐이라는 자괴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

결과, 장르이기주의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지만

역으로 현장 예술가 중심의 위원들의 역할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

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다(성연주, 2015).

한편, 위원회의 조직에서 눈에 띄는 점은 문화나눔과 관련된 부서

가 점차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복권기금의 유입과 함

께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소외계층의 향수권

확대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향유정책에 높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실제 조직도의 변천을 보면, 다른 팀

이나 부서에 비해 문화나눔을 담당하는 조직의 규모가 커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실제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1년부터 동 조직은 본부

로 승격되었다.21)

20) 이에 대해 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조직인 사무처가 오히려 위원
회가 담당하는 일부 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사무처의 업무를 위원회
가 정당화시켜 주는 형태가 나타난다는 우려가 수시로 제기되었다. 관련
내용은 동 정책의 도입을 둘러싸고 팽팽한 토론이 진행되었던 2009년도
위원회 회의록에 전반적으로 드러나 있다.

21) 2005년 위원회 설립 이후부터 2016년까지 위원회는 총 11번의 내부조
직기구 개편을 하였다. 전반적인 특징은 향유영역에 대한 조직의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전체적으로 위원회 정책의 방향이
향유영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르코극장, 미술관, 인력개
발원, 정보원 등 산하 기관 등의 위치도 변화하였다. 한편, 이에 대한 구
체적인 변화 내역은 향후 진행할 연구에서 예산의 변화를 통해 보다 면
밀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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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6일 조직도 2011년 3월 7일 조직도 (개정)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조직도 변천현황

<그림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구조의 변화

3. 예술지원재정의 변화: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순수예술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유일한 공공재원이다(채경진·박양우, 2015: 6). 기금은 1972년 「문화

예술진흥법」에 따라 공연, 전시장, 고적 및 사적지의 입장료의 6%

를 모금하여 기금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금을

바탕으로 당시 문화예술진흥원은 예술가 및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현재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으

로부터의 기부금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수입금(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장관이 인정하

는 수입금)으로 재원이 조성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

예술진흥법」에서 그 용도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시대적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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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에 따라 일부 변화해 왔다.

처음 문화예술진흥법(1972.8.14.제정)이 제정되었을 당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의 용도는 “문학·미술·음악·연예 부문과 그 보급, 민족고유

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량서의 보급을 목적

으로 하는 출판,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으로 명명되었다. 이후 1980년대 초(1982.12.28. 개정)에 “문화

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추가되었고, 1987년 개정

(1987.11.28. 개정) 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지원하는 예술장르가

처음 제정된 시기보다 늘어났다.22) 1990년대 들어서는(1995.1.5. 개

정)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 한국문화에술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추가되었다.

2005년 위원회로 전환된 뒤(2006.10.4. 개정)에는 “문화예술의 창작

과 보급,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남북문화예술교류, 국

제문화예술교류,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방문화

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

의 사업이나 활동”으로 명시되었다. 이명박 정부 집권기(2011.5.25.

개정)에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 추가로 명시되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집

권 후반기 예술지원정책에서 강조한 영역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구 한국문화

예술진흥원)에서 설정한 지원목표에 따라 예산이 배분되며, 우선순

위에 따라 전략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2003년을 마지막으

로 기금 모금이 폐지되면서 기존의 배분방식에 변화가 나타났다. 재

원보강을 위해 2004년부터 대체재원으로 신규 전입된 복권기금이

22) 예술장르의 확장은 본 연구 <표 6>의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 개
념의 변천을 참고하면 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대상도 문화예술 개념
의 변천과 함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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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이라는 사업의 특성 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만 사

용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문화예술 향수 부문으로 집중되었

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복권기금의 전입은 문화예술 향수 및 지역

문화 활성화의 예산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기관의 지원목표

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정광렬, 2008: 9).

한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모금, 국고, 공익자금, 복권기금, 경륜경

정 수익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 중 복권기금이 재원

에 포함된 것은 2004년부터이며, 경륜경정 수익금은 2010년부터 전

입되기 시작하였다. 국고를 통한 지원이 소멸된 것은 2001년부터이

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모금이 중단된 것은 2004년부터인데, 기금

모금이 중단된 이래, 기금의 고갈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

체재원으로 들어온 복권기금은 연도별 전입금의 편차가 심한데다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으로 한정되어 향유 영역 이외의 사

업으로 투입하기 어렵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292). 결국 최근

에는 늘어나는 사업비에 비해 재원이 부족하게 되자, 그동안 적립해

놓은 기금을 연 평균 344억 원씩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채경진·박

양우, 2015: 6).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현황에 따르면 2013년까지 조성된 재원

은 약 2조 5천억원 가량이다. 또한 고정적인 재원이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전입된 복권기금 및 경륜경전 전입액에 따라 해마다 그 규

모도 일정하지 않다. 특히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09년에는

다른 연도에 비해 확연히 줄어든 수입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적

립금 인출을 증명하듯 해마다 이자수입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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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적립금 현황을 보면 2003년에 비해 10

년이 지난 2013년에 절반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적립금

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적립금을 바탕으로 하는 이자수익도 줄

어들고 있으며, 결국 고갈이 예상된다. 복권기금과 경륜경정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적립금은 예술지원정책의 양대 축

중 하나인 창작지원사업에 예산이 배분되어 왔다. 다른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향유지원사업에는 복권기금과 경륜경정 전입금이 사용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유지원사업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기

구분 1973-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입 1,279,083 96,351 96,040 98,409 98,568 64,906

모금수입 410,252 7,943 268 70 27 -

이자수입 413,914 28,376 28,909 25,972 34,201 25,922

기부금 9,906 4,709 6,509 9,057 7,854 10,542

복권기금 - 44,584 50,406 53,770 48,527 19,800
경륜경정

전입
- - - - - -

국고 184,722 - - - - -

기타 260,289 10,739 9,948 9,540 7,959 8,642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누계

수입 57,824 88,115 108,547 116,710 138,168 2,539,856

모금수입 - 31 - - - 418,591

이자수입 17,306 20,069 14,402 10,793 6,836 644,229

기부금 10,403 13,497 14,275 14,725 19,454 131,626

복권기금 21,800 23,700 48,000 57,400 58,121 487,408
경륜경정

전입
- 24,264 25,387 27,712 21,102 127,709

국고 - - - - - 184,722

기타 8,315 6,554 6,483 6,080 32,655 545,571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 464); 채

경진·박양우(2015), 재인용

<표 9> 연도별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현황(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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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동안 연평균 30.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소영, 2013). 이러

한 자금 흐름에 따라 채경진·박양우(2015)는 기금 문제에 대한 정책

적 개입이 없다면 2017년도에는 기금이 전액 고갈될 것이라 예상하

였다.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 465; 채

경진·박양우(2015), 재인용

<그림 5>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적립금 현황(단위: 백만원)

결국 예술지원이라는 수혜정책의 특성상 과감한 감액 혹은 일부

정책의 폐지가 어렵다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대체재원에 대한 실질

적인 논의가 서둘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문적으로는 기

금의 재원조성을 둘러싸고 해외기관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문화예

술진흥기금의 적정규모를 추정하거나(최영섭, 2001), 위원회의 수익

사업 아이템을 제시하는 연구(권해수, 2009),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

정운용방향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구(윤용중,

2012), 기금의 존치평가를 통해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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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진, 2014), 일반회계 혹은 복권기금에 의한 전입, 타기금의 전입

및 신규 조세전입과 같은 가능한 재원조성 방안을 비교하여 제안하

는 연구(채경진·박양우, 2015) 등이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

4. 예술지원정책의 사업체계 및 유형

한국의 예술지원정책은 시기별, 정부별로 조금씩 다른 지원목표를

설정하였다. 위원회로 전환한 초기 6개의 지원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이후 10년의 기간 동안 일부 지원목표가 수정되고 변화하였으며,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의 마지막에 속하는 2013년에는 크게 4가지 목

표로 정착되었다. 아래 표는 예술지원정책의 핵심 재원인 문화예술

진흥기금의 사업체계 및 예산편제의 변화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반영하여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변화를

정리하였다.

구분 2005~2006 2007 2008 2009 2010~2012 2013

창작
예술 창조역량

강화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

예술가의

창작역량

강화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창작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중개

문화예술

매개활동 확대

(지원시설

운영)

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

문화예술

공간 운영

<표 10>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체계 및 예산편제의 변화

(2005~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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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예술지원정책의 지원목표는 창작자의 창작역량을 높이

고, 향유자가 일상에서 손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

러한 선순환 과정 속에서 창작된 예술(작품)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가치를 제고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역문화예

술진흥’은 전 세계적으로 몇몇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문화

예술의 속성을 국가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다. 즉, 위의 표에서는 본 연구의 성격을 반영하여 중개 영역으로

분류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지역문화예술진흥’관련 지원 사업은 또

하나의 예술계(artworlds)를 형성하는 것이다.23)

23) 지역의 예술계(artworlds)는 국가 단위의 예술계가 지역 단위로 공간적
범위를 축소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가 단위의 예술계가
추구하는 탁월성(수월성, excellence)이나 접근성(accessibility) 등의 지
원정책의 가치에 더해 “지역성”이라는 가치가 추가된다. 즉, 예술가의
지역 기반으로서 지리적 위치와 거주기간 등을 통해 지역성이 강화되며,
특히 지역 예술계의 예술지원정책은 지역성이라는 가치를 우선순위로
두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역 예술계의 구조에 대한 탐색적 논의는 김
세훈(2016)을 참조할 수 있다.

향유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예술의

생활화,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생활 속의 예술

활성화

생활 속의

예술

활성화

중개

(지역)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지역문화예

술 진흥

지역문화

예술 진흥

중개

문화예술

매개활동 확대

(매개활동

지원 및

기반조성)

예술의 가치

확산과 보존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 318),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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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아래의 표는 위원회 전환 이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예술

지원사업의 구조 및 내용을 본 연구의 특성에 따라 재구성한 것이

다. 지원목표의 경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변화를 절충한

2010년~2012년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목표

에 따라 단위사업·세부사업과 세세부사업을 분류하였다. 또한 이러

한 전체 지원 사업을 창작, 중개, 향유라는 예술영역의 세 구성요소

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구

분
지원목표 단위사업/세부사업 세세부사업24)

창

작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예술창작역량 강화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예술창작및표현활동지원,

예술행사지원,

수요자맞춤형지원,

예술창조역량강화특화사업,

예술창작지원 등

예술인력 육성 지원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

신진예술지원,

차세대작가발굴육성,

사이버문학광장,

청년인턴채용지원,

예술인력개발원

(예술인력재교육) 등

국제 예술교류 지원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국제교류

활성화지원), 레지던스지원,

남북및재외동포예술교류기반구

축, 국제교류협력체계구축 등

중

개

문화예술

공간

운영

예술전용공간 활성화

지원

기간문예단체지원(예총/민예총),

예술전용공간지원 등

예술위원회의 공간

운영

예술극장/미술관/예술정보관/예

술인력개발원(문화예술연수원)/

대학로복합공연장조성및운영 등

<표 11> 위원회 전환 이후 기금 사업의 구조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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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부사업명은 매해 조금씩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실질적인

사업 내용은 전반적으로 유사하였다. 다만, 단위사업·세부사업 및 세

세부사업의 이름은 그대로이나, 사업의 지원방식, 지원시점, 재원이

직접 투입되는 정책대상 등이 일부 변화하는 경우는 있었다. 예를

24) 여기서 설명하는 지원 사업의 영역 구분(창작-중개-향유)은 한국문화
예술위원회(2013)의 사업구조 설명에 따른 것이며, 일부 사업은 본 연구
에서 예산분석 코딩한 결과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술창작지원 사
업에 포함된 창작매개활동지원은 본 연구의 예산분석 코딩 결과에 따르
면 중개자로 분류된다. 예산분석 코딩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3장 제4절의
연구 분석틀의 제시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지역문화

예술

진흥

지역협력형 사업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지역문화예술기반조성 등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 예술조사연구

및 보전활용

문화예술홍보,

문화예술서적발간, 기부금사업,

원로문예인복지지원,

기초예술정책연구사업,

예술보존조사연구사업 등

향

유

생활

속의

예술

활성화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대상 문화나눔

문화바우처, 사랑티켓,

문화순회사업, 문학나눔,

전통나눔, 창작나눔,

장애인창작및표현활동지원 등

지역문예기반시설활

용프로그램

지방문예회관공연지원,

사립박물관/미술관전시지원,

문화의집체험프로그램 등

소외지역 공동체

문화환경 조성

작은도서관,

생활친화적복합문화공간,

공공미술활용생활환경가꾸기 등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 317-362),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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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사랑티켓 사업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으나,

소외계층 대상 사업으로 변화하였고, 신진예술지원은 예술가가 수행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에서 예술가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변화

하였다. 수요자맞춤형지원이나 청년인턴채용 등은 정책이 종결되었

고, 기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해당 기간단체에 일괄적으로 지원되던

방식에서 각 기간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개별 평가를 통해

지급하는 형식 등으로 변화하였다.

다음으로 예술지원정책의 유형은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예술지원

은 창작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인지, 아니면 최

종적인 수혜자는 창작자이지만 지원금이 투입되는 방식은 다른 곳

을 거쳐 우회하여 지급되는 간접적인 방식인지에 따라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구분한다. 직접지원은 심의과정을 통해 선정된 창작자

에게 직접적으로 재원을 제공함으로써 수혜를 받는 창작자의 입장

에서는 명확하게 가시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반

해 간접지원은 우회적인 지원으로서, 간접지원의 방식에 따라 하나

혹은 다수의 창작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체

로 간접지원은 창작 환경이나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 연구지원 정

책, 관련 인력 양성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간접지원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각 지원방식을 바

라보는 관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다. 일례로 박신

의(2008)는 축제(행사)개최 운영지원과 기관(시설·단체) 관리운영 지

원, 시설 건립(복원) 지원 등을 일반적인 직접지원/간접지원과 구분

하여 별도로 정리하였는데, 이러한 지원유형이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명확한 구분이 애매하다고 보았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기관25)의 경우, 각 기관의

25) 아르코예술극장, 아르코미술관, 예술정보관, 예술인력개발원이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관리 시설에 해당한다. 이 중 아르코 예술극장과 예술정보관
은 2010년부터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이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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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특성에 따라 단순히 시설관리 그 자체로만 볼 수 없는 경우

도 있고,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업도 해당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의 구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박신

의, 2008: 40).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예술계 자체를 유형화하는 내용에 따라 살

펴본다면, 단순히 중개영역 그 자체를 광의의 간접지원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즉, 예술가와 향유자만을 직접적인 예술지원정책 수혜자

로 전제한다면, 중개영역에 대한 지원사업 그 자체는 직접적인 수혜

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간접지원 방식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기관에 전달된 지원금 자체를 어떻게 배분하여 쓰는가는 동

기관 내부의 운영에 관한 부분이고, 지원정책 자체라는 큰 틀에서

보았을 때는 간접지원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이 지원방식에 따른 예술지원사업의 유

형이라면, 지원시점에 따른 구분도 있다. 사전지원과 사후지원은 지

원시점에 따른 분류방식으로, 예술작품이 완성되기 이전에 지원이

결정되는 것이 사전지원이고, 완성된 이후(공연예술 장르에 따르면,

무대에 올리고 난 이후) 사전에 설정한 목표 및 기준을 충족하는 정

도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는 것은 사후지원이 된다. 사전-사후분할지

원도 있는데, 이는 사전에 지원이 결정되어 일부 지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지원금은 완성된 이후에 집행하는 형태이다. 사후지원은 사

전지원이 서류와 실제 완성된 작품 간 질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예술작품의 질적 하락과 불공정을 해소하고, 예술지원에서

도 성과주의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방식 중 하나이다(정광렬, 2008:

25).

아울러 지원기간에 따라 단년도 지원인가, 다년도 지원인가도 추

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다년도 지원의 경우, 사후지원과도 연결된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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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년도 지원이 역량 있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가 장기적 관점에

서 우수한 예술을 창작해 낼 수 있도록 지원정책의 시계상 비교적

긴 시간 지원해 주는 방식인데, 이러한 다년도 지원은 보통 중간에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성과평가를 조건으로 하는 사후지원의 성격

도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오랜 기간 단년도 지원을 기

본으로 하였지만, 위원회 전환 이후 다년도 지원을 도입하기 시작하

였다. 단편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에서 우수한 창작품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당근’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예술계에서 꾸

준히 있어왔기 때문이다(정광렬, 2008).

하지만 사후지원을 비롯한 다년간 지원의 도입은 잘 갖추어진 성

과관리체계 하에서 공정하게 심의가 운영될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술계가 전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재정이 취약한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여 본다면, 오히려 이러한 성과

평가 기반의 지원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역량 있는 창작자의 활동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차

등하게 지급될 경우, 축소된 지원금을 받게 된 창작자의 불만도 우

려된다(정광렬, 2008: 26). 결국 이러한 한계점들은 예술계에 종사하

는 창작자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이 있어야만 극복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정책대상자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평가와

지원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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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예술지원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1. 주요 연구동향

예술지원정책을 포함하여 문화정책 분야에서 정부 정책의 변화와

그 차이를 설명한 연구는 국내 학위논문의 수준에서 그다지 많지

않다. 정책변동을 설명한 연구도 대부분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의 변

화(박광무, 2009a; 민지혜, 2010; 김규찬, 2012)를 비롯하여 노무현

정부 당시에 있었던 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전후를 둘러싼 연구가 대

부분이다(양혜원, 2006; 임은아, 2009; 김석현, 2011; 신복용, 2012;

정창호, 2013; 성연주, 2015). 본 연구에서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 문

화예술진흥기금을 비롯하여 문화예술예산에 관한 연구도 예산을 통

한 지원정책의 효과분석(이충환, 2007; 김동욱, 2011; 여상법, 2014)

및 문화예술예산의 결정요인(김완숙, 2008; 장혜윤, 2009; 추민희,

2016)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

다. 문화예술위원회는 과거 문화예술진흥원을 합의제 기구로 전환시

킨 것으로 예술지원정책을 주 업무로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예술지원정책 영역 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문화예술위

원회를 둘러싼 연구가 위원회가 수행하는 정책내용 및 대상에 집중

해 있기 보다는 위원회 전환이라는 획기적인 사건(event)에 집중하

여 전후변화를 살펴보는 경우가 다수이다(양혜원, 2006; 임은아,

2009; 김석현, 2011; 성연주, 2015). 다만, 위원회로의 전환을 정책이

전의 관점에서 상세히 분석하거나(정창호, 2013), 영국, 미국의 위원

회와의 사례비교분석을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율성을 상세

히 분석한 연구(신복용, 2012)는 위원회 조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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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위원회가 주로 담당하는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연구는 특정

정책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사례연구(임인자, 2008; 강안나,

2009, 이지향, 2014; 신지연, 2016), 국가 간 지원체제 및 정책을 비

교하는 연구 (김문수, 2003; 양지희, 2007)및 특정이슈별 지원현황(최

유진, 2005; 원선애, 2012; 김다솜, 2013), 지원심의과정에 관한 연구

(최미숙, 2012; 최중철, 2014)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즉, 예술지원정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연구가 극히 드물다는 것

이다. 아래의 표는 정책변동과 예술지원정책을 기준으로 두고, 주요

선행연구를 학위논문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구

분
대상 학자 주요 내용

정

책

변

동

중앙

정부

박광무(2009a)

한국의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의 내용과 그

변화를 역사적 제도주의와 정책변동이론을

바탕으로 서술함

민지혜(2010)

중앙정부의 문화예산의 변동을 설명함

주요 단절시기별로 Kingdon의 정책흐름모

형에 따라 분석함

김규찬(2012)

중앙정부의 문화예산 중 문화콘텐츠산업

예산을 분류하여 한국의 문화콘텐츠산업의

시기별 특성과 그 성과를 분석함

한국

문화

예술

위원

회

양혜원(2006)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과정과 설립직

후 예술지원체계의 변화를 설명함

임은아(2009)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과정과 위원회

설립 이후 예술지원정책의 변화를 설명함

김석현(2011)
위원회 전환을 예술지원 패러다임의 변화

로 보고 공연예술지원정책을 비교 분석함

<표 12>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주요 연구동향(국내 학위논문 대상)



- 55 -

한편, 예술지원정책이 아니더라도 정부별, 특히 노무현 정부와 이

명박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원도연(2014)은

정부별 전반적인 문화정책을 비교·평가하는 과정에서 예술지원정책

의 내용을 살펴볼 때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성향의

신복용(20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성을 행정구조의

관점에서 영국, 미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

함

정창호(2013)
정책이전 프레임웍 이론에 따라 한국문화

예술위원회의 설립과정을 분석함

성연주(2015)
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이후 조직 내부의 변

화를 조직사회학 관점에서 분석함

예

술

지

원

정

책

사례

연구

임인자(2008)
공연예술 분야의 신진예술가 지원정책의

사례를 해외 사례와 비교 분석함

강안나(2009) 시각예술 창작공간 지원정책을 사례분석함

이지향(2014) 이야기 창작자 공공지원정책을 사례분석함

신지연(2016)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지원제도에 대해 서

울지역을 중심으로 사례분석함

지원

현황

최유진(2005)
무용공연예술 지원정책의 현황을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

원선애(2012)
문예진흥기금사업의 무용예술 공공지원의

실태를 분석함

김다솜(2013)
국내 공연예술 창작지원정책의 현황을 설

명하고, 정책을 유형화함

지원

심의

최미숙(2012)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을 분석대상으

로 영국, 미국의 해외사례를 통해 지원사

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함

최중철(2014)

서울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예술지원에 있어

객관적 심의지표가 예술단체 지원 선정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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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을 바탕으로 보수 혹은 진보예술단체의 우대 및 관련 정치적

성향의 예술계 인사의 인적 고용의 차이를 언급하였다.

이러한 두 정부 간 정치적 성향의 차이를 전제로 두고 이데올로기

기준에 따라 영화진흥정책을 비교 평가한 연구도 있다. 한승준

(2010)은 “정권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영화지원정책의 차이점이 존재

하는가?”라는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영

화지원정책을 위원회 인적구성, 정책목표, 정책내용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의 인적구성이나 지원 사

업에서는 정권에 따른 이데올로기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보수

성향 영화인들은 노무현 정부에서 인선한 3기 위원 구성에 대해 코

드인사라고 비판하였으며, 당시 안정숙 위원장이 진보성향 여성영화

인 모임에 속한데다, 남편이 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이념적 차이가 더욱 부각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4기 위원 구

성도 마찬가지다. 위원장은 뉴라이트 계열 문화미래포럼의 조희문

교수였으며,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영화인과 기자들이 위원으로 임

명되었다.

특히 개별 지원단체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은 이명박 정부로 갈수

록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의

유형에서는 이러한 이데올로기 성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개별 지원단체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은 영진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단체지원결과를 바탕으로 진보·보수단체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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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년도
노무현 정부

(2006~2008)

이명박 정부

(2009)

진보단체 지원총액 (건수) 667,900 (21) 14,500 (1)

보수단체 지원총액 (건수) 833,450 (14) 488,000 (7)

출처: 한승준(2010: 329), 일부수정

<표 13> 정권별 진보·보수단체 지원 현황

이에 반해 이병량·황설화(2012)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을 비교하여, 정부의 이념적 차이가 정책의 변화에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시대적으로 주목받게

된 문화의 산업적 가치가 각광받으면서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문화

산업으로의 예산배분 경향이 이명박 정부로 그대로 이어졌다고 분

석하였다. 연구대상을 중앙부처의 정책방향과 예산배분으로 두었으

며, 이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가 미흡하였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이다. 하지만 정권교체, 구체적으로는 정부 이념의

변화가 정부의 문화정책의 주요 변동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Ryoo and Jin(2018)은 중앙부처 수준에서 이루어진 문화산

업(cultural industry) 영역을 대상으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자유주의 정부(liberal government)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보수 정부(conservative government)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정치

적 성격이 다른 정부들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 영역에서는 모두

경제적 관점을 반영한 신자유주의(neoliberal) 문화산업 정책을 펼쳤

다고 평가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자유주의 정부인 김대

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에 부합하는 더 적은 간섭(less

supportive of government intervention)이 이루어진데 반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문화정책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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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and direct cultural policy measures)을 활용하여 지원 및

관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즉, 한국의 문화산업정책에서는 보수 정

부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국가개입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류(Korean Wave)와 문화산업이 새로운 경제발전 분야로 부각되

면서 진보와 보수 정부 모두 문화산업을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과

국가이미지 향상을 도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물론 이는 국가정책

전반적인 방향에서의 의미이고, 의제와 이데올로기 차원으로 범위를

좁히면, 차이가 다소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배관표·이민아(2013)는 이념 혹은 이데올로기를 기준에 두

지 않아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국회 본회의에 의결된 문화관련 법률

안들의 ‘주요내용’을 내용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상대

적으로 다양한 정책대상자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쳤다. 특히 향유자

중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처음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향유 중심 정책의

큰 흐름은 유지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엘리트 예술가와 같은 전문적

문화예술 영역을 지원 및 규제하는 정책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광무(2010)는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을 평가하면서 노무

현 정부와 차이가 나타나는 핵심 정책으로서 예술지원원칙의 변경

을 언급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예술지원원칙의 변경은 문

화예술진흥기금의 예산배분의 우선순위와 전략적 배분에 영향을 미

치는 중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효율성, 성

과,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형평성을 강조한 노무현 정부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즉, 이명박 정부의 예술지원정책은 선택과 집

중, 노무현 정부의 예술지원정책은 공평분배가 주요 원칙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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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기존의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한계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대다수의 연구가 처방적 접근에 따르

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지원정책 분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는 한계이기도 하다.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에 있어 처방적 접근의

연구는 특정 정책이 효과적으로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방안에만

탐구하게 되거나,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지원정책

자체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를 위한 평

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이혁우, 2009: 36-43). 예술지원정책에 있

어서도 대다수가 특정 지원정책의 효과성과 전달과정에서의 문제점

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게다가 처방을 제시하는 방법

이 대부분 해외 선진국 사례를 통한 벤치마킹이 대부분이라는 점도

한계이다. 벤치마킹 방식을 통한 해결책 제시는 일종의 우수한 사례

를 통해 문제 해결을 찾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과연 한국적

적실성을 충분히 도출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남는

다.26)

둘째, 예술지원정책을 담당하는 주무기관이라 할 수 있는 위원회

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동안의 예술지원정

책, 나아가 문화정책에 대한 연구는 상술한 개별 정책사례에 대한

연구와 문화부 차원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문화부 차원의 연구는

문화부의 예산에 대한 분석을 비롯하여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등

비교적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예산에 대한 분석은 문화

26) 예를 들어 신공공관리론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에
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으며 한국의 행정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이 한국의 행정
현실과 맞지 않아 또 다른 한계를 드러나기도 하였다(임도빈, 2003;
2010). 이는 선진국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갖는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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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전체 예산을 비롯하여 최근에 이루어진 문화산업, 문화콘텐츠

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반영하듯 이에 대한 세부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이에 반해 예술지원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예술위원

회 및 기금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최근에는 위원회

전환과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와 관련한 연구가 다수 이

루어졌지만, 예술지원정책의 실질적인 정책결과물인 기금의 사용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하다.

셋째, 예술지원정책과 정부 간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지적

하였듯이 예술지원정책의 정치적 자율성이 현실적으로 온전히 이루

어지기 힘든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 예술지원정책

의 연구에서 정치적 성격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는

점을 한계로 들 수 있다. 일부 정치적 성격의 대립구도를 통해 분석

한 연구(원도연, 2014; 한승준, 2010; 이병량·황설화, 2012; Ryoo and

Jin, 2018)들도 순수예술보다 문화산업영역으로 분류되는 정책을 대

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정치적 성격에 따른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블랙박스(blackbox)로 남아 있다. 위원회에서 담당하

는 예술지원정책이 정책대상자에 미치는 파급력이 문화산업영역에

비해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27)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은 더욱 높아진다.

그동안 예술지원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재원의 절대적 부족,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

롭지 못한 지원정책, 특히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는 단기 처방 형태의

27) 상술하였듯이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예술영역의 공공재원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2012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
면, 여전히 한국의 예술가(예술단체)들은 “예술가(예술단체)에 대한 경제
적 지원” 및 “예술가(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정비”를 정부에
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 주요 정책으로 손꼽았다. 특
히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인식하며, 무엇보다 불공
정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양현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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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라도삼, 2008). 물론 선진국에서 강조하는

‘팔길이 원칙’도 각 정부의 정책방향과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배분

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정창호, 2013), 한국은 그러한 점을 고려하더

라도 지나치게 정치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예술계 환경이 구

축되었다(Lee, 2012). 특히 민주화 이전에는 정권유지와 홍보를 위한

도구로 예술이 활용되기도 하였으며(정철현, 2008), 민주화가 이루어

지고 위원회 전환을 통해 최소한의 형식적 자율성을 획득한 현재까

지도 예술에 대한 정치의 통제는 관행과 같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

다(Lee, 2012). 결국 한국의 예술정책은 역사적으로 간섭 혹은 통제

가 주를 이루는 강한 정치적 영향력 속에서 이루어졌다(정창호,

2013: 132-134).

그동안 한국 예술지원정책에 관한 연구에서 정치적 성격은 예술지

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거나(신복용, 2012; 성연주, 2015), 예

술진흥을 도구로 활용하는 부정적 요인으로서 다루어져 왔으며(정철

현, 2008), 나아가 문화권력의 교체라는 인적자원의 측면에 치우쳐

논의되어 왔다(이종열, 2009). 하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요인으로서의 정치적 성격의 한계에서 나아가 각기 다른 정

치적 성격을 가진 정부가 집권하였을 때 과연 예술지원정책이 어떻

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안 당연한 원칙처럼 언급되어 온 예술지

원정책의 자율성(팔길이 원칙)에 대한 논의가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

게 나타나고 있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예술

지원의 기본원칙이라는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다양한 방면에서 연

구가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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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본 논문의 접근시각

주지하다시피 현대사회에서 예술영역에 대한 정부지원은 정부정책

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학문적으로는 여전히 정부지원의 찬반

을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학문적 논의와 별개로

대다수 정부는 다양한 형태로 예술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나아가

예술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에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팔

길이 원칙’은 비록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환상에 불과한 원칙일 뿐

이라는 비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김정수, 2003), 이미 전 세계 대

다수의 국가에서 당연한 원칙처럼 통용되고 있다. 다만, 민주주의

실현과 책임행정의 기치 아래 과연 담당기관은 어느 수준까지 자율

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아가 어떠한 방식으로 책임성 또는

성과를 담보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보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

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아래의 그림과 같이 한국의 예술지원

정책은 민주화 이전에는 정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주요

예술단체들이 정부에 대해 높은 자원의존성을 갖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 영향력에서 그다지 자유롭지 못했다(Lee, 2012; 정철현,

2008; 정창호, 2013). 따라서 민주화 이후에는 예술계가 정치적 영향

력에서 벗어나 예술계 현장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

였다. 이후 2005년을 기점으로 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최소한 형식적

자율성은 획득하였다고 전제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위원회가 설립된 노무현정부와 다음 정부인 이명박정부를

거치면서 ‘예술행정의 정치화’ 문제는 다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

고, 정치적 자율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즉, 한국에서는 예술지

원정책의 정치적 자율성을 당연히 달성되어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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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면서도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자율성 문제에 대해

서는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정치적 대립구도를 통해 뒤늦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그림 6> 한국 예술지원정책의 전개과정

결국 예술지원정책의 성격과 현대 국가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다

면, 예술지원정책에서 개별 정부의 정치적 성격은 반드시 논의할 필

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서 위원회 전환 이후에 집권한 정부의 예술

지원정책의 차이를 정치적 성격을 기준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다음

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특정 정권의 일방적인 홍보 수단으로서 기

능한 예술지원정책의 정치적 성격이 아니라, 정권교체로 인해 나타

나는 차이를 설명하는 의미에서의 정치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연구문제는 위원회 전환으

로 획득한 예술지원정책의 자율성이 과연 실질적 의미의 정치적 자

율성, 즉 팔길이 원칙을 가져왔는가이다. 이 중 위원회 전환으로 획

득한 자율성은 형식적 자율성으로, 예술지원정책을 담당하는 전담기

관이 독임제의 진흥원에서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한 합의제 위원회

로 바뀌는 과정을 통해 이미 획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정치적 자율성은 조직형태상의 자율성이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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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을 통해 달성된 이후, 예술지원정책의 내용과 정책대상의 측면

에서도 정치간섭의 배제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것이다. 즉,

조직형태를 바꾸는 방식을 통해 예술지원정책의 자율성을 획득하고

자 하였는데, 실제 결과물도 정치적 자율성을 획득한 것이라 볼 수

있는가를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자율성의 실제 발현 유무를 살펴

보기 위해 개별 정부의 정치적 성격에 따른 차이를 주목하였다. 상

술한 바와 같이 정치적 자율성은 정치적 간섭, 개입의 배제를 의미

한다. 또한 예술지원정책과 정부 간 관계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술지원정책을 펼치는 정부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개입한다고

전제하면, 정치적 성향에 따른 지원원칙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

며, 혹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지향점의 차이에 따라 예술지원정

책이 충분히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정치적 자율성

은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정책 지향점의 차이로부터 위원회가 얼마

나 독자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예술지원정책의 정치적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담보되었다면,

위원회 전환 이후 집권한 각기 다른 정치적 성격을 가진 정부의 집

권기 내내 예술지원정책은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였을 것이다. 혹은

외부 환경의 의도와 상관없이 위원회 내부의 독자적인 결정에 근거

한 지원정책이 추진되었을 것이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예술지원

정책의 세부적 내용은 정치적 성격에 따른 차이를 드러낼 것이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정책지향점의 차이라는 거시적 변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정책과정 상에서도 여전히 정부의 개입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즉, 정치간섭의 배제라는 정치적 자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결국 조직형태는 자율적이지만, 실제 정책과정과 그 결과는

자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만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적 자율성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예술지원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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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 변화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예술지원정책에 영향을 미치

는 정치적 성격에 대한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예술지원정책의 변동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 정치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예술지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경제

적·사회적 요인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 중 정치적 요인을 보는 것이

다. 구체적으로 보수 또는 진보로 나누어 정책결정자(대통령, 지방자

치단체장, 집권정당 등)의 이념성향(하민지, 2014)을 구분하거나 개

별 대통령 또는 통치이념(철학)에 따른 차이로 구분한다(백익, 2009;

김권식, 2013).

둘째, 개별 정부의 정치적 성격을 비교의 편의성을 위해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보수와 진보와 같은 일반적인 양분법에 따라 전제한

후, 각각의 정치적 성격의 의미와 특성을 귀납적으로 도출해나가는

것이다(구광모, 2008; 이종열·박광욱, 2011). 레이코프·로크리지연구

소(2007)는 정치적 신념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보수를 “엄격한 아버

지형 가정”으로, 진보를 “자애로운 부모 가정”으로 빗대어 설명하였

는데, 이 두 가지 유형은 서로 모순적인 관계라고 설명하였다. 즉,

엄밀히 말해 동시에 이 두 유형이 적용되는 경우는 없다고 본 것이

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중도주의와 같은 가치관은 결코 있을 수 없

다고 보기도 하였다(레이코프·로크리지연구소, 2007: 31, 80-105). 또

한 양당제가 안정되어 있는 국가는 중도주의라는 개념이 성립될 여

지가 적으며(이종열·박광욱, 2011: 54), 심지어 중도의 존재를 부정하

기도 하였다(신중섭, 2009: 4)

전자의 개념이 정치적 요인의 인과성 유무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

에 속한다면, 후자의 개념은 정치적 요인의 상관성을 전제하고, 귀

납적인 방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와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는 분석에 속한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접근방식을 선택하

였는데,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예술지원정책을 정치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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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별도로 분석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정책현실이자 일반적인 인

식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첫째, 위원회가 조직형

태 변화라는 형식적 자율성을 획득한 이후, 과연 정책과정 상에서

도 실질적 의미의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하였는가이다. 이를 보다 구

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둘째, 정치적 성격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러한 정치적 성격에 따라 한국 예술지원정책의 특성을 어떻게 비

교분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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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론적 자원

제 1 절 정치적 성격의 의미와 구분

1. 정권의 정치적 성격

특정 정권이 펼치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갖게 되는

데, 여기서 정치적 성격은 국가 혹은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에 대한

가치판단이 반영되는 정책이념의 차원, 이러한 정책이념에 따라 이

루어지는 정책과정의 차원, 사회적 혹은 경제적 가치의 분배 결과라

는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권혁주, 2009: 1303).

즉, 기본적으로 권력 획득에 성공한 정권은 그들이 바람직하다고 여

기는 사회에 대한 정책이념을 가지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정책과정

과 정책결과의 측면에서 각각 다른 의도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다.28) 그리고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드러난 각각의 의도적 선택을

28) 구체적으로 정책이념의 측면은 모든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또는 어떠한 방향이 바람직한 것인가와 관련
있다. 특히 국가가 적극적 행위자로 등장한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논의는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도 이론적으로는 대립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
는데, 이러한 대립 관계에 대한 논쟁은 케인즈의 시각이 반영된 국가개
입주의와 개인의 선택을 신뢰하고 강조하는 시장주의의 관점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Muller and Wright, 1994; 권혁주, 2009: 1303-1304). 다
음으로 정책과정의 측면은 정치가나 그들을 둘러싼 지지 집단이 바람직
하다고 믿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권력 획득 과정과 관련 있으
며(권혁주, 2009: 1305), 또한 정치권력의 획득이라는 첫 단계를 이루고
난 이후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 즉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하는
정책 그 자체나 정책수단도 포함한다(김권식, 2013: 19). 이는 특정 시점
의 정치적 상황에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향에 따른 일종의 의도적 선
택이며, 따라서 이는 지극히 ‘정치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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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여 특정 정권의 정치적 성격을 정의내리는 것이 그간의 일반

적인 설명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특정 정권의 정치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때, 보

편적으로 인용되는 구분 기준은 좌파 대 우파, 보수 대 진보의 대립

구도이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이러한 두 가

진 대립기준만을 통해 재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슈메

이커 교수는 19세기부터 20세기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근대 이후의 주요 정치이념을 고전적 자유주의, 전통적 보수주의,

아나키즘,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파시즘과 나치즘, 현대 자유주의,

현대 보수주의, 급진적 좌파, 급진적 우파, 극단적 우파, 극단적 좌파

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Schumaker, 2008).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정치이념 속에서도 역사적으로 이른바 통치

이념이라 불리는 것들도 있다. 여기서 통치이념이란 “원래부터 통치

에 적합한 이념이라는 뜻이 아니라, 20세기의 정치사를 통해 실제

영향력이 입증된 이념”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급진적 좌파(민주

사회주의), 현대 자유주의, 현대 보수주의, 급진적 우파(신자유주의)”

가 이에 해당한다(Schumaker, 2008).29) 또한 20세기의 대표적인 정

치이념으로 자본주의, 공산주의, 파시즘, 뉴딜주의를 들기도 한다

로 정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재화의 분배를 들 수 있
다. 국가가 특정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은 동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비용과 편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자신들이 살
아가는 사회에 어떠한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등에 관심을 갖게
되며(Schneider and Ingram, 1990), 따라서 국가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책의 결과는 수혜자와 비수혜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
히 기본적인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하에서 사회적, 경제적 재화의 일차
분배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 국가를 통해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재분배
결과는 강한 정치적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 이는 재분배 정책이 정치적
갈등을 가장 많이 초래한다는 Lowi(1964)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는 고
전적인 명제라고 할 수 있다.

29) Shumaker(2008)의 정치이념에 대한 한국어 번역은 2010년에 발간된
한국어판의 번역을 직접인용하여 명시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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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ch and Munger, 1994: 12).

또한 Baradat(1994: 38-83)는 급진주의자, 진보주의자, 온건주의자,

보수주의자, 반동주의자 등 정치적 태도의 스펙트럼을 통해 특정 국

가, 정부, 정책들을 대입시켜 살펴보았다. 이러한 정치적 스펙트럼은

개별 국가마다 다르고, 외교정책과 국내정책 등과 같이 정책분야에

서도 달라진다고 하였는데(Baradat, 1994: 73-83), 이는 결국 시간과

공간에 따라 정치적 성격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3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었으며 고전적이고 일

상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은 좌파와 우파,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이다

(이종열·박광욱, 2011: 53, 김경미; 2009: 46-47). 정치적 성격을 스펙

트럼의 형태로 세분화하더라도 결국 중심점을 가운데 두고 우측에

가까울수록, 혹은 좌측에 가까울수록 특정 가치(변화의 방향성)가

강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31)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와 그 개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분화하거

나, 상황에 따라 상대적인 개념에 불과하지만32) 우리는 여전히 일상

30) 예를 들어, 21세기 현재 이야기하는 진보/보수, 좌/우의 정치적 스펙트
럼은 18세기와 다르며, 우리가 흔히 영미권이라고 하나로 묶어서 지칭하
는 영국의 정치적 스펙트럼과 미국의 정치적 스펙트럼도 다르다. 당연하
게도, 한국의 정치적 스펙트럼도 다른 국가들과 다를 수밖에 없으며, 한
국 내에서도 민주화 이전 1980년대의 스펙트럼과 민주화 이후 1990년대,
나아가 현재의 스펙트럼도 다르다.

31) 다만, 정치적 스펙트럼을 언급한 Baradat(1994)가 그의 저서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스펙트럼 상의 각각의 관점들이 정치적 변화와 방향, 제
안된 변화의 깊이(depth), 변화를 일어나게 하는 방법(method) 등에 따
라 세부적 차이가 존재하고 이를 스펙트럼 상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32) 이종열·박광욱(2011: 54)은 이러한 이념의 상대적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보수를 우익 혹은 우파, 진보를 좌익 혹은 좌파로도 부른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지칭하는 개념에서 출발해 우익은 자
유주의자에서 파시스트까지, 좌익은 사회민주주의자에서 공산
주의자까지 여러 스펙트럼을 포괄하고 있다. 보수이념은 자본
주의를 바탕으로 자유주의에서 고전적 자유주의, 현대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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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러한 대립구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33) 특정 정책

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비록 세부적인 입장은 각각 다를지 몰라도)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찬성집단과 반대집단 간 대립, 민주주의가 자

리 잡은 서구 국가들의 양당체제, 결국 특정 가치가 추구하는 목표

에 도달하기 위해 현대 국가에서 대중의 집단적 노력을 필요로 한

다는 점에서 이분법의 정치적 대립구도는 현실적으로 유효할 것이

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은 일종

의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다양한 정치이념들을 묶어서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상에서 단순히 보수나 진보로 나누어 단정해

버리는 양분법이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역사적 이념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러한 대립구도의 의미를 살펴보

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구도는 우리가 접하게 되는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이해하고 사용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논의의 집중을 위해 정치적 성격의 대립개념과 구분좌

표로서 자주 사용되는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의 개념에 관해서

주의, 신자유주의 그리고 보수주의, 신보수주의로, 자본주의는
수정자본주의로 변화해왔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보수적이라면
현대적 자유주의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고, 신자유주의는 고
전적 자유주의로의 복귀라는 점에서 보수적이다. 보수주의도
마찬가지다. 전통적 보수주의에 비해 신보수주의는 사회주의
요소를 일부 수용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다. 자본
주의에 비해 수정자본주의도 사회주의 논리를 부분적으로 포
용한다는 점에서 진보적이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한 분
명한 진보이념이다. 아울러 ‘제3의 길’은 자본주의 관점에서는
진보이념이지만 사회주의 관점에서는 보수이념이다. 공산주의
는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사회주의보다 근본적이라는 점에서
극단적 이념이다.

33) 이는 우리 일상을 둘러싼 정치란 것이 그 속성상 대립적이라는데 있
다. 역사적으로 정치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최소한 두 개의 정치
블록이 형성되고, 정치세계 자체가 양극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
해 정치적 구분은 계속 유효할 수밖에 없다(Bobbio,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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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설명하도록 한다.34)

우선 좌파와 우파의 개념은 서구 사회에서 프랑스 혁명 시기인

1789년에서 1791년에 나타났다(조형근·이건범, 2010: 37). 우연히 당

시 제헌의회에서 정치적으로 급진적 성격을 가진 이들이 의장석을

기준으로 좌측에, 이와 반대편에 있던 보수집단이 우측에 앉았기 때

문이다.35) 경제적 측면에서 우파는 절대적 소득 수준의 증대를 우선

시하며, 좌파는 상대적 소득 수준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의미에서 분

배를 우선시한다. 빈곤까지 이어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

해서도 우파는 나누어가질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경제성장을

제시하며, 좌파는 분배를 해결방안으로 언급한다. 평등이라는 가치

관에 대해서도 우파는 사회가 어느 정도는 수직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면, 좌파는 이를 최대한 시정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입을

이야기한다.

대체로 좌파와 우파의 구분은 경제 문제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

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 대 시장의 역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Weimer and Vining, 1989). Inglehart(2000)는

좌·우파의 구분하기 위해 복지국가, 경제에 대한 정부통제 등을 기

준으로 활용한 바 있다. 또한 좌파는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옹호하

고, 우파는 상대적으로 더욱 시장을 신뢰한다(이종열, 2009). 특히

이 과정에서 ‘평등’에 대한 관점이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한다. 좌파

는 평등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함을 주장하고, 우파는 현재 존재하

는 불평등은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일이며, 나아가 일정 수준의

34) 이데올로기, 정치적 이념, 정치적 태도 등 다양한 용어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정치적 성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연구는 진보/보수, 좌
/우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Baradat, 1994; Bobbio, 1998; 채장수, 2003;
김경미, 2009). 특히

35) 의장석을 기준으로 우측에 앉은 이들이 온건파 지롱드당이며, 좌측에
앉은 이들이 강경파 자코뱅당이다. 이들은 기존의 국왕과 가톨릭 교회
중심의 왕정구도를 둘러싸고 그 입장이 비교적 온건한지, 강경한지에 따
라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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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은 사회 내부에 건전한 긴장감을 조성하는 순기능의 역할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조형근·이건범, 2010: 45).

다음으로 서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는 정당 이념의 차이로 두드

러진다. 보수주의는 미국 공화당, 영국 보수당이 대표하고, 진보주의

는 영국의 노동당을 비롯하여 북유럽 국가들이 표방하는 사회민주

주의가 대표한다.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인 미국과 영국의 상황에 빗

대면 보수-진보는 미국의 공화당-민주당36), 영국의 보수당-노동당

의 형태로 간단히 요약할 수도 있다.

진보와 보수의 역사적 의미도 프랑스 혁명기와 맞물린다. 진보는

프랑스 계몽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나타났는데, 사회적 변화에 대해

낙관적이고, 따라서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려는데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김경미, 2009: 48-49). 이에 반해

보수는 유럽 내 계몽주의와 프랑스 혁명의 기운에 반대하여 나타났

다. 대표적인 것은 버크의 자유주의적 보수주의로, 인간이 기존에

충분히 축적시킨 전통, 관습, 경험 등을 중시하였다(김경미, 2009:

49-50). 보수가 사회의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급격한

변화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며, 따라서 역사적으로 계속성을 유지한 채 점진적으

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Baradat, 1994; 김경미, 2009).

레이코프·로크리지연구소(2007)는 보수는 “엄격한 아버지형 가정”,

진보는 “자애로운 부모 가정”으로 비유하였다. 이러한 대비에 따르

면, 보수는 권위와 통제를 핵심가치로 두고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

며, 도덕적 권위의 원칙, 자유시장의 원칙 등을 중시한다. 이에 반해

진보는 공익, 인간존엄성, 다양성의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다룬다(레

36) 어휘로 보았을 때, liberal(자유주의자)과 the left(좌파)가 같은 의미이
고, the right(우파)가 conservative(보수주의자)와 일종의 동의어이다.
이러한 어법에 따르면, 결국 미국의 공화당은 우파, 민주당은 좌파의 개
념을 갖게 되는 것이다(조형근·이건범, 201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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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프·로크리지연구소, 2007: 80-105).

한편, 1980년대 이후 사회적으로 분배에 대한 관심, 즉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정치적 성격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였

다. 최일섭(1979)에 의하면 사회복지분야에 존재하는 이념관을 두

가지의 대립적 유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미시적 이념관

(Microscopic Orientation)이자 보수주의로서 사회문제가 개인이나

특수 집단의 결함이나 불행으로 인한 것으로 이를 해결하려면 원조

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둘째는 거시적 이념관(Macroscopic

Orientation)이자 진보주의로서 사회문제를 사회구조나 제도상의 결

함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주어진 사회체제 내에서 개혁을 통해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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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 이념관 (보수주의) 거시적 이념관 (진보주의)

사회문제의

원인

사회문제는 개인들의 결함,

애로, 불운이나 사회규범 부

적응에서 비롯

개인보다는 지역사회와 환

경의 결함이나 사회가 성원

의 복지를 보장하기에 부적

절한 기능을 하기 때문

사회문제의

보편성

문제가 결함을 지닌 개인이

나 불완전한 사회화를 경험

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존재함

사회적·제도적 결함이 보편

화되어 인간은 누구나 일생

동안 사회문제의 희생자가

될 취약성을 갖는다고 봄

문제해결의

대책

문제를 지닌 개개인에게 직

접적인 원조, 치료, 재활을

강조하고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도록 도와야 함

사회구조와 제도의 변화를

추구하며, 문제의 예방에 치

중하고 희생된 불우집단의

이익을 대변·옹호하며, 사회

적·경제적·정치적인 여건을

개선함
출처: 최일섭(1979)

<표 14> 미시적 이념관과 거시적 이념관의 속성 비교

요약하면,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는 서로 대립적인 개념으로 사

용되며, 일종의 은유이다. 좌파와 우파는 특정 시기에 그 시대의 지

배적 이념이나 제도를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것으로 구분된다(김경

미, 2009: 56). 현대 사회에서 지배적 체제인 자본주의가 초래한 문

제를 비판하며, 일종의 사회주의적 해결책을 함께 도모하는 형태는

좌파가 되며, 자본주의와 함께 어우러지는 경제적 자유주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확대 반영하거나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자 하는 형태는 우파가 되는 것이다(김경미, 2009: 56). 보수와 진보

는 엄밀히 말해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에 따른 개념이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진보는 좌파와

연결되고, 변화에 대해 소극적인 보수는 기존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

여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지기 때문에 우파와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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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명한 것은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는 엄밀한 의미에서 비록

다른 의미이지만, 사회 변화와 개선에 대한 입장과 방식의 유사성으

로 인해 전체적인 관점에서 좌파와 진보, 우파와 보수가 동행하게

된다.

상술한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면, 결국 엄밀한 의미에서 좌-우파의

개념과 보수-진보는 완전히 같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

고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나눈다면 결국 “진보는 좌파, 보수는 우파”

라고 할 수 있다(김인영, 2014: 191).

2. 한국 역대 정권의 정치적 성격과 구분

한국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

사하게 되는데(임도빈, 2008), 이는 결국 대통령 개인의 통치이념이

나 국정철학이 한국 역대 정권의 정치적 성격을 구분하는 가장 중

요한 변수가 됨을 의미한다. 한국은 대체로 보수, 중도, 진보주의가

경합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다(김호기, 2005: 4-5). 하지만 결국 대통

령 당선을 통해 정권을 창출한 역대 정부는 모두 보수든, 진보든 양

자 중 하나로 역사적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중도주의는 정책적 측

면에서 명확히 드러날 만한 부분이 약하며, 개별 정책과 상황에 따

라 각기 다르다(박광욱, 2010: 11-12).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책 분야 중 정치적 성격이 크게 드러나는

분야는 경제 분야로, 다른 정책 분야에 비해 정치적 성격에 대한 연

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Tufte(1987)는 집권 정당이 좌파 성향인

지 우파 성향인지에 따라 경제정책의 성과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

였다.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집권 정당의 정치 이념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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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선진국을 비롯하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진행되고 있는 대

다수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경제정책 분야의 이념적 대립은 크게 시

장자율 대 국가개입, 경제적 효율성 대 사회적 형평성, 세계화 대

반 세계화를 들 수 있다(정진영, 2005). 특히 시장자율 대 국가개입

의 대립구도는 국가라는 제도가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가장 기본

적으로 개별 정부의 정치적 성격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시장자율 대 국가개입은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타

나난 시장의 독과점 구조나 사회적 불균형의 심화와 같은 자본주의

의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른다. 즉, 시장의 자율

적 기능에 맡기는가, 아니면 정부의 개입을 통해 해결하는가의 선택

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의 규칙을 만

들고 이를 단순히 집행하는 일에만 머물러야 하는가 ,아니면 시장경

쟁으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수습하는 수준에

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는

시장의 자율성을 의미하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어느

정도 믿는가의 문제와 귀결된다.

둘째, 경제적 효율성 대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로서 이는 결국 분

배의 문제로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일단 파이를 먼저 키워놓고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애초에 파이

가 크지 않다면, 분배의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고도성

장 그 자체가 가장 확실한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는 것, 즉 분배정

책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반해 분배를 우선하는 측에서는 분배를 통

한 사회적 형평성도 증대시켜야만 경제적 효율성 향상과 나아가 경

제성장 자체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국은 지경학적 요

인으로서 권위주의와 결합하여 이루어진 급속한 경제성장과 근대화

과정이 초래한 성장과 분배 간 대립이 정치 이데올로기 간 갈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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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인이 된다(송호근, 2014: 23-26).

셋째, 세계화 대 반세계화의 문제는 세계화라는 거대한 추세 속에

서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둘러사고 정

치세력 들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노동력의

차원까지 세계화 추세에 적극 도입되면서 반이민, 반다문화 정책 등

을 강조하는 극우파 세력이 세계 각 국에서 정치적 지지를 얻고 있

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정책 분야의 정치적 성격의 대립은 한국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정진영(2005)은 상술한 세 가지 대립기준, 즉 시

장자율 대 국가개입, 경제적 효율성 대 사회적 형평성, 세계화 대

반 세계화를 기준으로 한국의 보수와 진보 세력이 경제개혁을 어떻

게 바라보는지 비교한 바 있다. 물론 보수와 진보에도 강경파와 온

건파가 있고, 이러한 차이는 세부 기준에 따라 일부 다르게 나타날

여지는 있으나, 아래 표에서는 논의의 편의와 정치적 성격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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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지표 보수 진보

시장자율

대

국가개입

시장질서 자율적 통제 민주적 통제

사유재산권 보호 강화 약화

국가개입/정부규제 완화 강화

민영화 찬성 반대

경제적

효율성

대

사회적

형평성

성장/분배 성장 우선 분배 우선

재벌개혁 소극적 지지 적극적 지지

노동시장 유연성 찬성 반대

노사관계 자율 노조협상력 증대

부유세 도입 반대 찬성

복지/재분배 복지국가위기론 복지국가강화론

재정규모 축소 확대

세계화

대

반세계화

시장개방/세계화 찬성 반대

외국자본유치 적극적 지지 소극적 지지

경제특구지정 지지 반대

출처: 정진영(2005: 78)

<표 15> 한국경제개혁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입장차이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성장과 분배를 놓고 무엇이 먼저인가라는

고전적 논의를 통해서도 대립구도가 형성되었다(이강국, 2010:

250-269). 한국에서의 우파, 즉 보수는 분배보다 성장이 중요하며,

재분배 정책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의 좌파, 즉 진보는 소득분배가 불평등하

면, 그 자체로 경제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면화시켰다.

경쟁, 성과 등의 측면에서도37) 보수(우파)는 교육도 시장 원리를 도

입할 필요가 있으며, 경쟁이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를 자극시킨다고

37) 이 부분은 업적주의와 교육에 대한 좌파와 우파 간 논리적 대립을 설
명한 것으로, 조형근(2010: 272-298)의 논의를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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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 이에 반해 진보(좌파)는 시장원리로부터 최소한 교육은

보호해야 하며,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한 경쟁 강화는 오히려 공정하

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구 민주주의 체제 국가들은 보수와 진보로 대표되는 정치 세력

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개별 사회 현안에 대해

각각의 정치성향에 따른 문제해결방안을 정책으로 도입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반해 한국은 서구 선진국과는 약간 다른 흐름이 존

재한다. 한국 전쟁 이후, 비록 독재정권의 시기를 경험하기는 하였

지만, 성장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전체 규모를 키우는 성장 중심

의 경제정책에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으며, 분단국가라는 현실은 대

다수의 국민이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보수성향을 갖게 하

였다. 엄밀히 말해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 본격화되

기 이전까지는 정치적 의미에서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무의미하며,

서구 국가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진보의 시대라고

볼 수 있다(권용립, 2014; 양일모, 2014).

권용립(2014)에 따르면, 국내적으로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 이

루어지고, 국외적으로는 냉전이 끝나게 되면서 보수와 진보가 정치

적으로 대척 개념이 이루어졌다. 이후 정치적 대척 개념이 된 보수

와 진보는 서구 국가들이 분배나 세금 등의 문제로 정책 지향점에

차이를 보이는 것과 달리 미국과 북한 문제를 통해 가장 치열한 다

툼을 벌이게 된다(권용립, 2014: 113). 구체적으로 보수는 북한을 적

으로 보는 관점의 반북과 한미동맹 강화, 진보는 북한을 대화상대로

보는 관점의 친북과 한미동맹 유지 하에서 국방자주권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한다. 개념적으로 한국은 독재와 민주세력 간 대립 구도에

서 보수냐, 혁신이냐를 거쳐 최근에는 보수와 진보 간 대립 구도로

변화하였다(권용립, 2014: 130). 결국 송호근(2014: 44)은 정치적으로

한국의 보수는 “국가건설과 한국전쟁에서의 국가수호”를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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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는 “반독재투쟁과 통일의 민족적 필연성”을 원천으로 둔다고 설

명한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IMF라는 국가경제 위기상황과 더불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른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과 같이 노동과 분

배로 대표되는 진보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 운동은 보수와 진보를 대립하는 정치적 의미로 처음

촉발시켰다(권용립, 2014). 김영삼 정부는 민주화 이후 첫 정부로 성

립되어, ‘문민정부’라는 타이틀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보수대연합이라고 불리는 3당

합당을 감행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세력은 여전히 보

수를 가치로 내세웠다.

한국의 역사에서 ‘정권교체’라는 이름으로 보수와 진보의 세력 교

체를 의미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의 등장이다. 이후 다수의 연구에서

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10년을 ‘진보정권 집권 10년’으

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학자들의 연

구에서 두드러진다(복거일, 2007; 이상돈, 2007). 다만 김대중 정부는

엄밀한 의미에서 진보정권으로 규정짓기보다 이전 정부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측면에서 진보성향이라고 보기도 한다. 혹은 김대중 정부

를 전형적인 중도주의 정부로 보기도 한다.38) 이에 반해 노무현 정

부는 평등 추구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분명한 성격의 진보정권으

로 분류할 수 있다.39)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통해 박광욱(2010)은

최소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정치성에 따른 정책방향의 차이가 서

38) 김호기(2005)는 김대중 정부를 중도주의 정부로 칭하며, “경제적 신자
유주의와 사회적 민주주의가 결합”되었다고 하였다.

39) 주간동아(2009.7.14.)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국토균형발전 정책과 종
합부동산세를 위시한 부동산 정책 전반의 평등 추구 경향의 정책으로
인해 확실히 진보성향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김용민(2005: 25)은 노무
현 정부의 수립과 함께 한국 진보 정치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고 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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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가와 같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40)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는 별개로 정치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입

장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

다. 김인영(2014: 191-194)이 인용한 동아시아연구원의 연구에 따르

면, 10년간의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여론조사(2003년과 2013년)에서

응답자가 스스로를 보수 또는 진보라고 명명한 그룹이 상당 수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대다수가 보수와 진보

라는 양자로 나누어지던 안보 관련 이슈에서도 중도층이 증가하였

으며, 복지지원에 관해서도 과거 보수와 진보 간의 의견차가 상당히

좁혀졌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또는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적 성격의 대립구도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집권 초

기에는 보수와 진보 성향이 더욱 두드러지며, 정치적 성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여전히 생성되고 있다. 그리고 그 갈등이 다시 증폭

될 여지도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거

치면서 정치적 여론의 측면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여전히 격렬

하며, 각 정부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정치집단들 간의 관계

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음도 나타났다. 이는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

적 성향이 시민사회의 정치 참여, 혹은 동원의 과정에서 상당한 영

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정치적 현실과 함께 하고 있다(송호근, 2014:

40).

특히 정전 중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정치사회적 환경을 고려한다

면, 진보와 보수의 관점에서 정치적 성격을 대립시키는 것은 현실적

으로 가장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문적 논의와는 별개로 여전히 한국 사회는 진보와 보수의 관점에

40) 산업화를 비롯하여 경제발전 과정을 거친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였고,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일
반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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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책을 설명하며, 필요에 따라 이러한 대립구도를 격렬한 다툼이

나타나는 정치과정에 빈번하게 끌어들인다.

요약하면, 한국에서 진보와 보수의 개념은 서구 사회와 같이 역사

적으로 고유의 의미를 축적해 낸 것이 아니라, 이미 서구 사회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한국에 들어와 정착하는 과정에서 한국적 특수성

에 따라 변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김인영, 2014: 188). 심지어 역사

적으로 진보와 보수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를 이 곳

저 곳에서 끌어와 사용하였을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김경미,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진보와 보수의 개념은 실제 정치계 내

부, 정부의 정책과정을 비롯하여 언론, 일상생활 등에서 익숙하게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41)

결국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 역사에서 박정희, 전두

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정부는 보수성향 정부이며, 김대중, 노무

현 정부가 진보성향 정부로 분류될 것이다(현승윤, 2005: 63-65, 복

거일, 2007: 20-21; 김호기, 2005: 10, 9-18; 김용민, 2005: 25; 이종

열·박광욱, 2011: 55).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에 속하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 본인의 정치적 경력, 추구하는 이상을 비롯

하여 이후 기용한 주요 인사들의 면면을 보았을 때, 진보정권이라

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철학은 분배와 평등을 주요 가치로

앞세우고, 참여와 분권이라는 방식을 통해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특

41) 어디에서든 빈번하게 등장하는 진보와 보수에 반해, 한국에서 좌파와
우파라는 용어는 그 입지가 좁다. 심지어 이러한 용어를 입에 올리는 것
조차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만의 특수성 때문인데, 한국
전쟁 이후 냉전 시기를 겪었으며, 여전히 정전 중인 한반도의 상황에서
는 좌파라는 말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상당히 높다(조형근·이건범,
2010: 70). ‘좌파=빨갱이’라는 공식 하에서 좌파와 우파라는 대립 용어는
사용하기 힘든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 정치의 한계로 인해
한국은 진보와 보수라는 용어를 통해 정치적 대립관계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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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노무현 정부는 당시 야당의 친북좌파라는 색깔론에 정면대응하

면서 스스로를 진보세력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조형근·이건범,

2010: 59).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진보성

향의 정부에 대응하여 본인을 보수 정부라 칭하였다. 이에 따라 이

명박 정부는 ‘실용’이라는 핵심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채 경쟁과 성

과를 강조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강화하였다. 특히 기존

정권에 비해 효율성을 더욱 강조하였으며,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경

제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수위 당시부터 전 부처

를 대상으로 일괄적인 10% 예산 감액을 지시하였을 만큼 경제적 측

면에서 효율적인 정부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결국 노무현 정

부는 좌파 성향의 정책을 지향하고, 이명박 정부는 우파 성향의 정

책을 지향하였다고 볼 수 있다(박광욱, 2010: 24).

물론 진보정부라고 등장한 노무현 정부는 몇몇 정책 사안이나 나

아가 집권 후반기에 보수성향이라고 할 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

고, 이명박 정부 역시 보수정부라고 집권 당시 주장한 바와 달리 집

권 후반기에는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김인영, 2014:

197). 즉, 정부의 집권 초기와 집권 후반기가 다소 다른 모호한 양상

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정치사

를 연구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연구에

서 노무현 정부는 진보정권이며, 이명박 정부는 보수정권으로 간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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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예술정책 분야의 정치적 성격과 구분

그렇다면, 본 연구의 예술지원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화정

책 분야에서는 정치적 성격에 대한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 다른 정책분야에 비해 부족하지만, 현대 국가에서 문화정책을

정부의 보편적 정책으로 다루고 있는 바, 각 국가별로 어떠한 문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유형화해서 살펴보는 연구가 다소 존재한다.

이러한 유형화 과정에서 개별 국가가 어떠한 가치, 즉 정책이념을

추구하고, 어떠한 지원방식을 선호하며, 국가개입의 정도를 어떻게

보는지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비록 동 연구들이 국가 단위

의 비교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

다수의 정책이 개별 정부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국가별 유형 비교는 특정 국

가 내 개별 정부의 정치적 성격의 구분을 위한 선행연구로서 충분

한 의미가 있다.

우선 문화정책이 근본적으로 ‘지원’ 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속성이 복지정책의 영역과도 중복되는 부분을 반영하듯

Zimmer and Toepler(1996)는 Esping-Aderson과 Korpi의 복지국가

레짐 모형을 원용하여 문화정책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도

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개별 국가의 문화정책도 결국 복지정책과

유사하게 자유주의(Liberal model), 보수주의(Conservative model),

사회민주주의 모형(Social-Democratic model) 중 하나로 분류가능하

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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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자유주의 모형은 미국을 들 수 있으며, 예술지원의 기

본 주체를 민간 영역(기업가 계층)으로서, 정부는 민간 부문이 지속

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예술 영역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 방식이

선호된다. 독일로 대표되는 보수주의 모형은 기존에 자리 잡은 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통예술에 관심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사

회민주주의 모형은 문화정책도 사회보장적 권리로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문화적 표현을 지원하는 것을 모토로 삼는다. 즉 문화

예술 자체를 비상품화해 보는 정도로 보았을 때, 시장지향의 미국의

반대편 끝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Zimmer and Toepler(1996)는 세 국가 모두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

에서 문화정책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최근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민

주적 접근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미국과 스웨덴

은 분권화의 관점에서 지역을 강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범주
자유주의

모형

보수주의

모형

사회민주주의

모형

주요 행위자 기업가계층 귀족계층 사회민주당

기본 원칙 자유방임 현상유지 보편주의

비상품화 정도 낮음 중간 높음
국가사회주의/

조합주의 정도
낮음 높음 높음

문화정책

적용의 범주

민간 부문이

지속하기 힘든

예술 영역에

대한 선별적

지원

고급(high)문화,

전통예술 및

국가설립의

예술기관 지원

고급(high),

대중(popular),

민속(folk)문화

등 모든 형태의

문화적 표현

지원
사례 국가 미국 독일 스웨덴

출처: Zimmer and Toepler(1996), 재구성

<표 16> Zimmer and Toepler의 문화정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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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지역적으로 공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도 입장료 폐지 정책 등을 통해 접근성

강화를 강조하였다. 즉, 결과적으로 세 국가의 경우 모두 문화정책

이 대체로 사회민주주의 경향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Zimmer and Toepler(1996: 187-188)는 문화정

책의 집행과 정부 지원 구조의 각기 다른 양상은 오히려 명백해지

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직접지원 방

식은 독일과 스웨덴이 유사한 수준인데 반해,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

는 미국이 낮은 수준이었고, 이는 각 국가의 정치체계와 연관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42) 이러한 직접지원 방식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독일과 스웨덴도 선호하는 정책집행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각 국가의 정치·행정 체계가 1970년대 초 시장실패가 드러난 이래

문화예술정책 영역에서 미국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지향을 강화하고, 스웨덴은 소득과 고용보장을 강화하였으며,

독일은 고급문화(high culture)와 대중문화 혹은 공동체문화(popular

culture or community culture) 간 격차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그 해

결책을 달리 선택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43)

42) 이는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한 국가 내에서 대립하는 정치적 성격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 국가의 정치체계가 지원정책
의 방향 및 집행방식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문화예술정책분야는 다른 정책분야에 비해 다양한 연구의 축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고려한다면, 국가단위
와 국가 내 정권의 차이는 비록 비교의 범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43) Zimmer and Toepler(1996: 189-191)는 그들의 연구 결론에서 최근 독
일과 스웨덴의 경우에도 경제위기에 따른 재원 압박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시장지향의 지원방식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해당 연구가 진행된 이후에도 시장지향을 강화하는 추세는 전반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문화정책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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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Mulcahy(1998)는 한 국가의 정치체제와 공공정책이

특정 국가의 역사적 경험과 가치체계를 반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정책도 국가 문화의 헤게모니(Hegemony of National Culture)

와 중앙정부의 역할(Role of Central Government) 수준에 따라 각

국가의 문화정책 유형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념 유형을 복지

정책 분야에서 원용하여 유형화한 Zimmer and Toepler(1996)의 경

우와 달리, Mulcahy(1998)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의 기준을 설정한 뒤

개별 국가의 사례를 유형화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4가지

유형의 문화정책 비교모형을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과거 왕정국가와 빗댈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중앙집권적 문화정책

을 펼치는 프랑스의 사례를 추가하였으며, 교부금 중심의 재정지원

을 선호하는 캐나다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를 자유주의형 후원으

로 분류하였다. 또한 북유럽권 국가인 노르웨이를 통해 사회보장적

권리로서 문화정책을 다루는 사회민주주의형 후원을 유형화하였다.

중앙정부의 역할 수준

높음 낮음

국가

문화

의

헤게

모니

수준

높

음

- 왕정 모델형 후원

- 설계자(designer) 국가

- 국가보조금

<프랑스>

- 귀족 모델형 후원

- 후원자(benefactor) 국가

- 지역보조금

<독일>

낮

음

- 사회민주주의형 후원

- 관리자(manager) 국가

- 수급권(entitlements): 사회

보장적 권리

<노르웨이>

- 자유주의형 후원

- 방임형(enabler) 국가

- 교부금(grants)

<캐나다>

출처: Mulcahy(1998), 재구성

<표 17> Mulcahy(1998)의 예술에 대한 정부지원 유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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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유럽국가와 북미국가의 차이를 국가문화의 관점에서 살

펴보고자 하였다. 이후 Mulcahy(2000)는 조세지출 중심의 재정지원

방식을 바탕으로 시장지향적 문화정책을 펼치는 미국의 사례를 추

가로 유형화 하였다.

앞서 팔길이 원칙에 대한 논의에서 언급한 Hillman-Chartrand

and McCaghey(1989)는 사회주의 국가 사례를 반영하여 기술자

(engineer) 유형을 언급하였는데, 이후에 이루어진 Zimmer and

Toepler(1996)와 Mulcahy(1998; 2000)는 국가의 개입이 가장 강력하

게 이루어지는 국가 사례로 프랑스를 들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 문

화정책의 모든 영역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자 하는 행태를 설명하

였다. 즉, 현재의 문화정책은 국가개입과 시장지향을 하나의 선으로

놓고 볼 때, 프랑스와 미국이 양 극단에 위치하여 있다고 볼 수 있

을 것이다.44)

결국 그동안 이루어진 문화정책의 유형화에 대한 연구는 각 국의

문화정책이 해당 국가의 정치체제, 이념, 구조 등에 의해 상당히 다

른 면모를 가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이루어진

문화정책분야의 연구가 대부분 지리적으로 서구국가에 한정되어 있

으며, 따라서 유럽권과 북미권, 나아가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분류되

는 북유럽권의 사민주의형 유형에 대한 비교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

은 한계일 것이다. 일례로 국가문화의 헤게모니가 국가개입주의 경

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아시아권 국가들은 그동안의 연구행

태에 따른다면, 모두 프랑스와 같은 설계자(designer) 국가 유형에만

속할 것이다.

44) 예술을 정치적 수단으로만 활용한 기술자(engineer) 유형은 현재로서는
북한 등과 같은 특수 정치체제의 국가에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정치적으로 공산당 중심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의 경우, 경제
적 측면에서는 부분적으로 자본주의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유형화 방식으로 살펴보기에 한계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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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국가의 예술지원정책의 비교

국가별 유형화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예술지원정책은 국가별로 환

경과 역사에 따라 다소 다른 전개를 보인다. 문화예술정책이 발달한

대표적 국가인 프랑스, 영국, 미국은 각각 다른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하에서는 ‘진보와 보수’ 혹은 ‘좌와 우’라는 정치적 성격의 차이에

따라 프랑스, 영국, 미국의 예술지원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간

략하게 비교하고자 한다.

우선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좌우 성향이 다른 정부가 집권하면서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가 각 정부를 대표하는 예술지원정책 이

념이 되었다.45) 예를 들어, 국가보조금(national subsidies)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문화정책을 펼치는 프랑스의 경우, 이른바 우파 성향

의 정부와 좌파 성향의 정부가 사뭇 다른 정책을 집행하였다.46) 프

45)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엘리트주의와 대중주의 등 주요 국가의
예술지원정책의 비교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예술정책 개념들은 후술하는
한국의 예술지원정책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46) 프랑스의 문화정책에 대해 구광모(2008: 18-19)는 진보성향 정부와 보
수성향 정부를 시장과 정부 간 관계에 따라 정책 목표의 우선수위를 무
엇으로 두는가를 통해 나누어 살펴보았다. 진보성향 정부는 정부지원논
리를 우선에 두고, 보수성향 정부는 시장논리를 우선에 둔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프랑스의 문화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 지원’의 확충을 더욱 강조하는 프랑스 좌파 정부들의 문
화정책은 프랑스 문화의 주체성, 나아가 유럽 전체의 문화적
주체성을 지키며, 모든 문화 분야에서 창조와 창작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더 나은 ‘문화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다. 반면, 좌파와의 관점에서 상
대적으로 ‘민간 부문과 경쟁’을 강조하는 우파 정부들의 문화
정책은 ‘민간 주도’에 더 무게를 두고 ‘민간 후원’ 확대에 역점
을 모으기 때문에, 좌파 정부에 비하여 ① 문화 접근면에서
사회적 평등 확대 ② 외국의 제작물, 특히 미국 영상들에 대
한 과소비 비판 ③ 다원적이고 일상적인 문화개발 등의 목표
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특히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은, 특정 정부의 이념과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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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문화정책의 큰 방향을 이끈 정치인으로는 보수 우파의 앙드레

말로(1959년~1960년대)와 진보 좌파로 분류되는 자크 랑(1980년대)

이 있다(류정아, 2015).

앙드레 말로는 정부주도의 문화보급정책으로서의 문화의 민주화를

추구하였다. 즉, 정부는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비롯하여 연극, 미술,

클래식 등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고급예술을 대중에게 전파하는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앙드레 말

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지방에 문화의 집(La maison de

culture)를 설치하였다. 하지만 앙드레 말로의 정부주도 문화보급정

책은 그 발상 자체가 엘리트주의적이고 대다수의 수요자인 일반 국

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어렵게 한다고 비판받았다.

이에 반해 자크 랑은 정부가 문화를 일방적으로 보급하는 방식보

다 문화를 통한 창의성 증대와 예술 창작 지원에 집중하였다. 문화

의 산업적 측면을 강조한 자크 랑은 기존의 고급예술 중심으로 이

루어지던 문화정책 영역에 대중예술과 문화산업을 포함시켰으며, 이

는 정책적 의미에서 문화의 개념을 확대시킨 것을 의미한다. 자크

랑은 문화산업을 강조함과 동시에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세계

문화산업 시장 구도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 속에서 이른

바 ‘프랑스 문화의 예외’가 등장하였다. ‘프랑스 문화의 예외’는 전

세계에 널리 퍼진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부터 문화산업 분야를 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된다: ① 국제적 평
준화에 맞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②프랑스 사
회에 대한 소속감, 특히 프랑스 문화에 대한 소속감을 보존시
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③ 문화산업의 소비자인 시청자 속
으로 ‘프랑스적인 것’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다만 문화산업
에 고나한 인식에서 우파 정부는 ‘시장 논리’를 우선시 하는
데 반하여, 좌파 정부는 ‘문화산업계의 의식전환 논리’를 내세
운다. 또한 우파 정부가 문화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 제고에
관심을 나타내는 반면, 좌파 정부는 문화산업계의 의식전환을
강조하며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문화산업의 생산품
들이 반드시 개선·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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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여,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 고유의 문화를 지키고 상업문화의 지

나친 확산과 사회 전반적인 문화 저급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 그의 논리는 미국 중심의 문화산업 시장을 우려하는 다른

국가에도 전달되었으며, 문화영역에 대한 (미국 중심의) 세계화의

경계에 활용되었다. 또한 공교육에 예술교육을 포함시켜 일반 국민

들의 예술역량의 함양을 도모하였다.

비록 프랑스는 예술지원에서 다른 어느 국가에 비해 강력한 정부

개입을 선호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두 정부의 성향을 놓고 상대적으

로 비교해 본다면 문화민주주의를 강조한 프랑스의 좌파 정부가 보

다 적극적인 개입에 준한다고 할 수 있다. 문화민주주의가 문화민주

화에 비해 일반 국민, 대중을 예술 영역 내로 끌어들이는 것까지의

수준을 요구하는 정책이념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중

심의 시장 흐름에 반하여 ‘프랑스 문화의 예외’를 주장할 만큼 프랑

스의 예술시장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내외적 활동도 마다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영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오랜 기간 일정한 수준으로 이

루어지던 예술지원정책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재원 활용 면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일례로 1979년

에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내세웠는데,47) 대처 총리를

중심으로 예술정책도 다른 정책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부지출의 감

축을 요구하였다. 예술영역도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며, 비영리 예술

단체라 할지라도 정부지원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민간의 지원금을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혜경, 2001: 265).

보수성향의 보수당 정부는 정부의 예술지원을 ‘투자’로 설명하였으

47) 정권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이분법적 분류에서 이른바 보수에 속하는
신자유주의는 영국의 보수성향 정부인 대처 수상의 보수당 정부와 미국
의 보수성향 정부인 레이건 대통령의 공화당 정부를 대표로 하여 이후
전 세계 많은 국가의 보수성향 정치세력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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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일반 국민들의 세금이 재원인 만큼 국민들의 예술에 대한 접근

성을 주요 정책목표로 언급하였다(이혜경, 2001: 267).

이에 반해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창의영

국(Creative Britain)”을 비전으로 제시하여,48) 이른바 창의산업

(Creative Industry)으로서 문화예술, 문화산업 영역을 강조하였다

(DCMS, 2001; 2008). 또한 노동당 정부는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의 관점에서 예술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정책적으로 강

조하였다. 특히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

가치를 강조하였는데, 그 결과 과거 향유자로 분류되던 일반 국민들

이 스스로 예술생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회적

소외계층, 아마추어, 비주류 장르 예술인들의 예술생산 및 예술 활

동에 대한 참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는 노동당 정부

가 예술이 예술 본연의 미학적 가치를 넘어서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예술의 사회적 효과로

학교폭력 문제 약화, 정신질환 문제의 예방, 정부의 복지지출의 감

소 효과 등이 있다고 보았다(Cowling, 2004).49)

2010년 보수·자민당 연합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노동당 정부의

예술정책은 예술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상당한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이후 예술 그 자체의 수월성이 예술정책의 중

요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McMaster, 2008). 그로 인

해 2008년 이후 예술의 도구적 가치가 아닌 예술 그 자체의 수월성

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하겠다는 의지가 공식화되기도

48) “창의영국” 은 국가발전의 새로운 비전으로서 창조산업과 창조경제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창조산업의 영역에서 창의적인 인적 자원을 개발하
고 교육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러한 창의적 인재개발의 핵심을
문화예술로 보았다. 이로 인해 예술교육을 강조하였으며, 특정 예술가에
게 한정된 창의성이 아닌 모든 국민들에게 내재된 창의성을 중시하였다.

49) 이러한 노동당 정부의 예술정책은 예술을 도구화 하였다는 점에서 비
판을 받았다(Belfiore, 2002; Merli, 2002; Mirza,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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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당 정부의 의지는 2010년 보수·자민당

연합정부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최보연, 2015: 66).

2010년 들어선 보수 성향의 연합정부는 예술의 수월성을 강조한

예술지원방침을 강화하였고,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한 재정 감축 방

침은 고급예술과 수월성을 강조한 예술지원을 더욱 가속화하였다.

또한 민간 재원을 활용하여 예술기관, 예술단체들이 스스로 재정위

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강조하였다. 예술의 도구적 가치를 축소

하면서 예술향유에 대한 관점도 창작자의 입장을 겸하는 문화민주

주의 관점이 아니라, 예술향유의 기회를 강조하는 문화민주화 관점

이 강조되었다(최보연, 2015: 72-73).

요약하면, 보수 성향의 보수당 정부는 ‘수월성’을 예술지원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으며, 진보 성향의 노동당 정부는 일반 국민의 내재된

창의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곧 문화민주주의적 관점, 나아가 대중

주의를 표방한다.50) 즉, 대중주의의 관점은 문화를 폭넓게 정의하면

서 문화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하고, 또한 이를 사회에 유용한 방향으

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진보성향의 정부와 보수성향의 정부가 들어섰

을 때 예술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51) 구광모(2008: 19-21)에

50) 영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확대되면서 수월적이
고 고전적 분류에 따른 예술지원을 주장하는 ‘전통적 지원’과 기존 예술
위원회의 지원이 엘리트주의라는 점을 비판하면서 ‘대안문화(alternative
culture)’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였다(Fisher and
Figueira, 2011).

51) 일반적으로 미국의 예술지원정책에서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은 정부
(미국연방예술지원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의 지
원을 받는 예술(작품)을 둘러싸고 신성모독과 예술창작 간 갈등, 예술과
도덕성의 갈등, 음란성과 예술성의 갈등 등을 통해 일어났다(류정아,
2015: 49-53). 즉, 정부지원을 받은 예술(작품)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이러한 예술(작품)에 대한 정부지원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였다. 하지만
이하 본 연구에서는 미국도 중앙예술진흥기관으로서 NEA가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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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미국의 진보성향 정부와 보수성향 정부의 예술정책의 목표

는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예술정책에서 정부지원논리를 우선

하는 정부는 진보성향 정부로서 클린턴 대통령 시기로 분류하였으

며, 시장논리를 우선하는 정부를 보수성향 정부로서 부시 대통령 시

기로 분류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처음 임기와 이후 연임한 임기 중

정책목표의 우선순위가 다소 변화하였기 때문에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아래의 표에서 설명하고 있는 “접근”은 “(국민) 문화 향

수권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구광모, 2008: 20).

동 기관이 진보 성향(미국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 시기)과 보수 성향(미
국 공화당, 부시 대통령 시기)의 정부 집권에 따라 예술정책의 변화 부
침이 있었다는 구광모(2008)의 논의를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
다.

‘정부지원 논리 우선’ 정부

(진보성향 정부)

‘시장논리 우선’ 정부

(보수성향 정부)

<클린턴 대통령 시대: 1993~2001

년>

1. 접근(예술의 수월성과 다양성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확충)

2. 창의성(예술 작품의 창작과 공

연, 전시를 위한 기회 확충)

3. 예술 교육(국가 교육 시스템에

서 예술의 역할을 강화하고 예

술의 평생학습을 보장)

4. 보존(국가문화유산의 보존)

5. 예술 조직의 안정성(예술단체들

의 조직적·재정적 능력을 강화)

6. 지역사회 예술 개발(예술을 매

개로 해서 지역사회의 관심사들

을 해결하도록 지원)

<부시 대통령 시대 제1기:

2001~2005년>

1. 예술적 창의성과 보존(예술적

창의성을 지원·촉진하며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존)

2. 예술 교육 확대

3. 예술 접근 확대

4. 예술 진흥을 위한 파트너십 강

화

<부시 대통령 시대 제2기(연임기):

2005~2009년>

1. 예술적 수월성이 탁월한 작품들

에 대한 접근 확대

2. 예술 교육 확대

3. 파트너십 강화

<표 18> 미국 예술정책 목표 우선순위 비교



- 95 -

진보성향의 정부인 클린턴 대통령 시대에는 접근성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두었다. 특히 수월성과 다양성을 모두 강조하면서 다양성이

라는 새로운 가치를 부각시켰다. 이에 반해 보수성향 정부인 부시

대통령 시대에는 예술적 창의성과 보존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이전 정부에서 강조한 접근성 확대는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었다. 시

장논리를 강조하는 미국의 보수성향 정부는 국민의 향수권 확대를

강조하는 접근성 정책보다 창작 진흥과 문화유산 보존을 중시한다.

연임한 이후에는 접근성 확대가 최우선 순위로 언급되었지만, 이에

대해 구광모(2008: 21)는 클린턴 대통령 시기와 그 해석이 다르다고

평가한다. 즉, “이는 국민 문화 향수권의 확대를 첫째 목표로 부상시

킨 것이 아니라, 예술적 수월성이 탁월한 작품과 가능성이 높은 작

가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을 국민에게 알리는 기

회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구광

모, 2008: 21).

7. 파트너십(공공 부문은 물론 민

간 부문과 동반자 관게로서 협

력 강화)

8. 중앙 예술 기관 관리(국립예술

기금을 혁신적이고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조직으로 강화)

4. 중앙 예술 기관 매니지먼트 쇄

신

출처: NEA Strategic Plan 1999-2004; NEA Strategic Plan 2003-2008;

NEA Strategic Plan 2006-2011; 구광모(2008: 2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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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국 예술지원정책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논의

다른 사회분야 정책과 달리 예술지원정책은 모든 영역을 정책대상

으로 하지 않으며, 오히려 각종 심의과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

진다(금성희·남재걸, 2017: 235-236). 이와 같이 예술지원이 선택적

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은 정부에 따라 우선시 여기는 예술적 가치의

차이, 지원 대상을 선택하는 기준의 차이, 민간에서 어떠한 집단을

주요 정책결정자로 함께하는지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하에서는 상술한 정치적 성격의 개념과 분류내용에 따라 예술지

원정책의 정치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적 성격이 결국 실제

각각 다른 정권의 정책사례를 종합하여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주요 국가의 문화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를 비롯하여 한국의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사례를 참고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

는 각 정부 5년간의 예술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정책 보고서

로 2004년 발간된 「창의한국: 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이하

「창의한국」)」과 2008년 발간된 「문화국가 100년을 내다보는 정

책을 펴겠습니다: 문화비전 2008~2012 (이하 「문화국가」)」를 비

롯하여 두 정부의 예술지원정책의 실무적 최종 책임자인 문화부 장

관이 예술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한 언론 인터뷰의 실제 발

언을 인용한다. 특히 본 연구가 한국의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정치적

성격을 구분하고 비교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한국의 사례에 많은 부

분을 할애하였다.

구체적으로52) 노무현 정부는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고, 예술계에서

52)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초기 예술지원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표적 지지 집단으로 나타난 예총과 민예총의 이념적 갈등은 독재와
민주화 과정을 거친 한국 특유의 정치적 환경과 더불어 집단주의에 바
탕을 둔 문화적 환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정창호, 2013). 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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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예총이나 문화연대 계열과 연결된다고 본다(원도연, 2008:

158).53)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는 후보자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노무

현 정부를 좌파정부로 지칭하며, 이명박 정부의 집권 이후의 대대적

인 변화를 예고하였다. 예술계에서는 집권 이후 예총을 중심으로 정

책결정 참여자가 급격히 변화하였다(이병량·황설화, 2012: 261).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정치이념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인

진보와 보수의 여부를 떠나서도 다수의 정책에서 상당히 다른 수준

의 방향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받는다(박광욱, 2010; 김권식, 2013).

문화예술정책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원도연, 2008; 이종열, 2009.; 정

창호, 2013) 즉, 각 정부의 정치적 성격이 예술지원정책에서도 나타

나며, 이러한 차이의 종합은 귀납적 방법론에 따라 각기 다른 두 정

부의 정치적 성향의 대립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무현 정

부를 진보정부, 이명박 정부를 보수정부로 평가한 선행연구 결과를

논의의 전제로 두고, 예술지원정책의 정치적 성격을 설정한다.

과 민예총은 한국 예술계를 대표하는 단체이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한국 예술지원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립 관계로
언론에 수없이 오르내렸다. 예총은 1962년에 출범하였으며, 그동안 척박
한 환경의 예술계를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으나, 5·16 군사정부가
문화단체의 통합을 종용하면서 탄생되었다는 점에서 태생적 한계를 지
니고 있다(정창호, 2013). 특히 군사정권 시절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정부
에서 추진하는 각종 예술행사에 들러리를 섰다는 비판도 있다(정중헌,
2008). 민예총은 권위주의 시대에 민중예술, 저항예술을 바탕으로 한 진
보 성향의 예술인 모임으로 시작하였으며,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그
활동을 본격화하였다(정창호, 2013).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 사단법인
으로 등록하였으며, 예술정책에 관하여 기존의 예총과 함께 정부의 협상
테이블에 본격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예총과 민예총은 이른바 한국의
문화예술계에서 보수·진보의 이념 대결에 등장하는 대표 단체로 기능하
였다.

53) 이종열(2009)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초기 민예총과 문화연대를 중심으
로 한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었으며, 이들이 후술할 노무현 정부의 예술정
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 「창의한국(2004)」과 「새로운 한국의 예술
정책(2004)」의 작성에 적극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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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이념의 측면

정책의 정치적 성격을 구분하는 첫 번째 차원으로서의 정책이념은

바람직하고 조화롭다고 여기는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따른다. 예술지원정책의 정책이념도 본질적으로는 예술지원정책을

통해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롭게 하기 위함인데, 다만 그 기준

과 우선순위가 정책이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또한 예술지원정책은 정책의 본질이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 개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개별 정부가 추구하는 예술지원의 지향점, 즉 정책의 기준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국가가 예술계에 개입하는 정도

가 달라진다(정창호, 2013: 141).

이러한 예술의 가치에 대한 이념적 논의 중 하나로 문화민주화

(democratization of culture)와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가

있다.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는 Girard(1972)가 처음 문화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소개한 이래, 이념형(ideal type)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Langsted(1989)는 그의 연구에서 이 두 개념

을 문화정책의 양대 전략으로 설명하고 그 특성을 구분하였다.

문화민주화

(democratization of culture)

문화민주주의

(cultural democracy)

문화의 단일성 (monoculture)
문화의 다양성

(plurality of cultures)

기관/제도(institutions) 비공식 그룹(informal groups)

기성화된 기회

(ready-made opportunity)
움직이는 기회(animation)

체제 중심(create framework) 활동 중심(create activities)

전문가 중심(professional) 비전문가(아마추어) 포함(amateur)

<표 19>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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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sted(1989)는 이러한 차이점을 바탕으로 문화민주화는 전문적

인 예술가들이 창작하고 구축해 온 수월성이 높은 문화에 대한 접

근성을 높이는 것이고, 이와는 달리 문화민주주의는 전문적인 예술

가들뿐 아니라, 나아가 비전문가들이나 대중들의 예술 활동을 격려

하여 문화 자체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정부

가 향유자의 문화향수권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펼칠 때, 어떠한 관점

의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을 암시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Langsted(1989)의 이론적 설명에 대해 국내에서는 김경욱

(2003), 서순복(2007) 등의 연구에서 보다 한국적 적실성에 따른 설

명이 이루어졌다. 우선 김경욱(2003)은 문화민주화가 이른바 고급예

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고, 문화민주주의가 형평성의 가치를 고려

하여 대중의 예술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라면, 한국의 현실에서는 두

가지 전략 중 상대적으로 문화민주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서순복(2007)은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설명하였는데, 문화민주화를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로,

문화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 의한 문화”로 명시하면서 개념의 직관

적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정의 하에서 정부는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관점의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문

화민주주의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미적인 질(aesthetics quality)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ality)
보존(preservation) 변화(change)

전통(tradition)
발전과 역동성

(development, dynamics)

판촉, 장려(promotion) 개인 활동(personal activity)
생산물 중시(production) 과정 중시(process)

출처: Langsted(1989); 배관표·이민아(2013); 김경욱(2011, 74),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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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는 결국 정부가 국민의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예술성이 높다고 판단

할 수 있는 고급예술, 수준 높은 예술을 전달하는 것을 강조하는가,

아니면 광범위하고 다양한 예술 활동 속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할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된다. 여기서 전

자는 엘리트주의(elitism)이고, 후자는 대중주의(populism)를 의미한

다.

한국의 문화정책, 혹은 예술지원정책에서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언

급은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우선 노무현 정부의 전반적

인 문화정책 방향은 초대 문화부 장관인 이창동 장관이 구축하였

다.54) 이창동 장관의 임기 첫 달에 해당하는 2003년 3월의 주요 인

대중주의의 문제점 절충안 엘리트주의의 문제점

- 지리적, 인종적, 성

적, 민족적 형평성을

고려한 정치적 편의

를 위해 예술의 질

희생

- 예술의 경박화, 비속

화, 동일화, 대중화

- 최대다수의 최고예

술 향유 추구를 위

해서는 질적인 대중

화와 함께 문화예술

교육이 이행되어야

함

- 문화의 민주화 한계

를 인정하고 문화민

주주의를 정책적 대

안으로 추진하려는

공존의 노력이 필요

- 예술의 보수성과 비

민주성으로 인한 미

적가치의 서열화, 위

계화 및 다양성의

불인정

- 예술의 질 판단은

주관적임

- 엘리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수월성의

기준은 매우 자의적

- 오랫동안 예술을 정

의할 수 있는 권력

을 독점해 온 사람

들이 만든 기준

출처: 김경욱(2012: 74-78); 정창호(2013: 143), 재인용

<표 20> 엘리트주의와 대중주의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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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권위주의 타파, 소통, 분리적 접근론 배제, 자

율성 강화, 예술현장의 강조 등을 키워드로 들 수 있다.55)

이창동 장관은 임기 초반 문화예술진흥원의 위원회 전환을 둘러싸

고 예총 중심 예술인들과 갈등을 겪은 바 있으나, 현장 중심의 예술

지원과 자율성을 강조하며 결국 위원회 전환을 성사시켰다. 이러한

이창동 장관의 적극적인 변화 의지는 노무현 정부 예술지원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민예총을 중심으로 한 진보성향의 정책으로 자리

잡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창동 장관의 임기가 마무리되기 직전에 발표되었던 「창의한

국」은 노무현 정부의 문화정책과 나아가 예술지원정책의 큰 방향

을 가늠하게 해주는 중요한 보고서이다. 노무현 정부는 「창의한

국」을 통해 “문화참여를 통한 창의성 제고, 문화의 정체성과 창조

적 다양성 제고, 문화를 국가발전의 신성장동력화, 국가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 구축,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협력 증진”이라는 5

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문화관광부, 2004: 36). 예술지원정책과

관련하여 키워드를 살펴보면, 예술교육과 문화권 신장, 예술의 창조

적 다양성 확대, 문화산업의 고도화, 지역의 역동성과 문화역량의

제고, 국제교류를 통한 문화 다양성 증진과 평화를 위한 남북 문화

교류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예술정책을 통해

문화권, 다양성, 문화산업, 지역문화, 남북교류를 강조하였다고 요약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창의한국」 보고서의 전반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54) 이창동 장관은 세계적인 영화감독 출신으로서, 현장예술인으로서는 처
음 장관직에 오른 것이었다. 이창동 장관은 취임식 초기부터 자율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탈권위, 개방, 소통을 강조하였고, 특히 “문화정책의
궁극목표는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이라고 하였다(연합뉴스, 2003.3.14.).
또한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의 정치적 스탠스를 굳이 설정한다면 민예총
에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언급하였다(경향신문, 2003.8.12.)

55) 연합뉴스(2003.3.3.), 연합뉴스(2003.3.14.), 동아일보(2003.3.15.), 경향신
문(2003.8.6.), 문화일보(2003.10.23.), 오마이뉴스(2003.10.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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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화의 개념 확대이다. 문화의 개념 확대는 프랑스의 정책사례에

서 좌파 성향의 정부가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는

문화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

고자 하였고, 나아가 정부가 추진하는 대다수의 정책에 문화적 접근

이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문화관광부, 2004: 20). 즉, 더불어 그

리고 함께 사는 사회로의 전환에 예술을 비롯한 광의의 문화 개념

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문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 영역으로서 문화와 구

분되는 원리로서의 문화라는 개념을 필요로 한다. 문화적

관점에서 또는 문화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은 결국 경제적 효율보다 인간을 중심에 놓는 정신적 태도,

정치적 이해관계의 득실을 따지기보다 공동선을 중심에 놓

는 사고를 요청한다. 이러한 정신적 태도는 감성적 토대를

갖고 있다. 그것은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타인에 대한 공

감능력, 즉 공동체 의식이다.” (문화관광부, 2004: 20)

노무현 정부는 문화민주주의 원리가 정책에 구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문화관광부, 2004: 23). 여기서 언급하는 문화민주주의는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들이 자신을 문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때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실현하

기 위해서는 “문화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다(문

화관광부, 2004: 23). 결국 문화민주주의 원리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

은 소득, 나이, 성, 지역 등에 관계없이 예술을 비롯하여 문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자원에 동등하게 접

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화민주주의의 강조는 문화예술위원

회가 1기 예술위원회(2005.8.26.~2008.9.18.)가 2006년 4월 수립한

<아르코 비전 2010>에서도 강조하고 있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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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98).56)

한편, 이어서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초대 문화체육관광부57) 장관

인 유인촌 장관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문화정책의 방향이 결정되었

다.58) 또한 임기 초반에는 진보성향의 예술단체로부터 정치성향을

이유로 기관장을 교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인촌 장관은 진보 정

권 10년을 비롯하여 그동안 한국의 문화예술이 도구화된 측면이 있

다고 언급하며, 예술의 순수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

조하였다(문화일보, 2008.9.4.). 이어서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문화

나 예술을 다른 무엇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예술 자체가 목적이 되

는 순수한 가치를 확대하고 작품의 질을 높여서 세계에서 인정받도

록 하겠습니다.” 라고 포부를 밝히며,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영국의 경우에도 노동당이 집권하던 시기, 문화

예술 영역의 확대와 예술의 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는 예술정책

을 둘러싸고, 예술을 도구화하고 있다는 비판과 더불어 예술의 순수

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한 바 있다. 유인촌 장관 역시 기존

의 진보 정권에서 문화예술을 그 자체로 질 좋은 작품, 순수하게 예

56) <아르코 비전 2010>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임무(mission)에
대해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잇는 삶을 누리게 함”이라고 명시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298).

57)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과정을 거치면서 효율성과 대부처주의를 바탕으
로 한 조직개편안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노무현 정부 당시 문화관광부
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1대 장관은 유인촌
장관이다.

58) 유인촌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을 맡게 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유인촌 장관은‘햄릿’을
대표작으로 가지고 있는 연극인이자, 일반 국민들에게는 TV 드라마를
통해 친숙한 배우로서, 이명박 정부 임기의 절반이 넘는 약 3년 간 장관
직을 유지하였다. 유인촌 장관의 임기는 2008.2.29.~2011.1.26.으로, 노무
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거쳐 간 7명의 문화부 수장 중 가장 긴 시간
자리를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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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성을 중심으로 작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 정권이 추구하

는 사회에 대한 기여가 반영된 예술작품을 우선시 하는 지원정책을

펼쳤다는 우회적인 비판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59)

2. 정책과정의 측면

예술지원정책은 정책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자체가 일종의

정책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정책수단 연구에서 인용하는 유

인적 수단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인적

수단인 예술지원정책이 개별 정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지원될 수

있음을 정책과정과 수단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정책목

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식이 하나의 묶음으로 형성될 수 있다

는 점에 주목하였다(김권식, 2013).

예술지원정책에서 엘리트주의-문화민주화는 국민이 내는 세금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한정된 재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우수

한 예술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집중지원과 연결된다. 특히 이러한

집중 지원에 대한 선호는 한 국가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정

책 우선순위에 예술정책이 이름을 올리기 어려운 시점이 되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술에 대한 정부지원의 회의

론과도 연결되기도 한다. 이와는 달리 대중주의-문화민주주의는 한

정된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예술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분산지원과 관련이 깊다. 즉, 예술지원에 있

어서 공평배분의 원칙이다.

59) 유인촌 장관은 2010년에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예술이 도구로 쓰이면
예술이 안 된다. 체제나 사상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예술은 예술
로서 값어치가 없다.”고 하는 등 거듭 예술의 순수성을 강조하였다(경향
신문, 2010.3.3.)



- 105 -

이러한 지원방식의 차이는 서구의 사례보다 최근 한국의 경우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집중 지원을 중심

으로 한 예술지원원칙의 변경을 문화부문의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

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집중 지원은 이른바 경제정책

분야에서 흔히 나타나는 경제적 효율성 대 사회적 형평성 간 가치

갈등과도 연결되어 있다.

한국은 전술한 영국과 유사하게 신자유주의 흐름이 예술지원정책

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효율성’, ‘경쟁력’, ‘역

량’의 개념을 강조하였으며, 예술지원정책에서 이러한 가치를 달성

하기 위한 방식으로 ‘수월성 원칙을 기반으로 한 선택과 집중의 원

칙’을 내세웠다.60) 일반적으로 특정 정권이 선거를 통해 권력을 획

득하여 정부를 구성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

을 전개하는 것은 전통적인 정치학에서 가정하는 백지에 가까운 자

연 상태61)가 아닌 이미 주어진 조건 하에서 부분적인 변화를 추구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권혁주, 2009; 1305). 경제인 출신의 이명

박 정부의 수립은 여타 정치공학적인 설명을 제외하고 외부 환경만

으로 살펴보았을 때, 당시 경제상황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

고, 이에 따라 모든 정책에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조하였으며, 이러

한 효율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재원과 인력의 감축도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유인촌 장관은 임기 초반 이루어진 언론 인터뷰에

60) 보수정부를 선언하며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문화정책에 대해서 ‘창조
적 실용주의’를 모토로 내세웠다.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모토는 경제인
출신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재원을 투입하여, 눈에 보
이는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원도연, 2014).

61) 예를 들어, Locke는 자연 상태를, Rawls는 원초적 상태라는 표현을 통
해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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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예산이 늘어나야 하지만 우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대표 브랜드를 만들려고 한다. 편수를 줄여 한 편만이라도 확실하게

지원하는 방식”을 언급하며, 노무현 정부와 사뭇 다른 지원방침을

추진할 것임을 드러냈다(연합뉴스, 2008.3.14.). 또한 문화예술위원회

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돈을 주지 않으면 작업을 하지 않

을 정도로 예술가들이 나태해졌는데 현재 지원제도를 유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며, “좁은 문을 통과한 역량 있는 예술가들은

집중지원해주고, 나머지 대다수는 공연장·홍보·마케팅·인적 지원까지

간접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하였다(경향신문, 2008.5.8.). 이후 임

기 2년차에 이루어진 인터뷰에서도 거듭 집중지원, 간접지원의 강화

를 강조하였다(연합뉴스, 2009.1.31.)

선택과 집중의 원칙과 간접지원 원칙은 유인촌 장관이 임기 내내

거듭 강조했던 예술지원방식이었다. 이러한 예술지원원칙의 변화는

2008년 하반기에 결정되어 2009년 예술지원사업부터 본격적으로 도

입되었으며, 유인촌 장관은 퇴임 이후에도 본인의 가장 큰 업적으로

변화한 예술지원원칙의 정착을 꼽았다. 우선 선택과 집중은 근본적

으로 ‘경쟁’과 ‘효율성(성과)’에 바탕을 둔다. 선택과 집중이 강조된

데에는 당시 위원회의 사업이 범위가 확장된 것에 비해 관련 예산

은 그렇지 못한 환경적 요인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경제인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관련이 깊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의

도입배경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발표된 「문화국가(200

8)」에서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소액다건식의 획일적 지원, 혹은 과정이나 결과의 평가 없

이 답습되는 지원 방식 등으로 인하여 창작역량이 감소하

고 콘텐츠의 질이 저하되지 않기 위해 정책 전반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창작물이 지원받고

상품화되는 ‘성과 중심의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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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16)

아울러 유인촌 장관은 일반적인 창작 지원 사업 이외에도 지역관

련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경쟁과 효율성을 반영하였다.62) 또한 국가

경쟁력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듯이, 국가를 대표하는 경쟁력 있고

질 높은 작품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천명하였다. 이는 한류, 세계화

를 비롯하여 국가경쟁력 증대라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목표와 맞물

려 더욱 강조되었다.63) 즉, 경쟁을 바탕으로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예술지원 사업을 펼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지원정책 곳곳

에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집중지원과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은 경제적 효율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활용되는 사회적 형평성을 활용한 분산지원이라

할 수 있다. 대중주의에서 문화다양성과 문화의 개념 확대로 이어지

는 정책이념 하에서는 한정적인 기존의 예술 장르 구분을 벗어나

다양한 영역으로의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므로 지원의 분산은

불가피하다.

한국의 경우, 노무현 정부는 「창의한국」에서 과거의 경제 중심

의 개발 패러다임의 한계를 지적하며, 시장경쟁의 논리, 나아가 효

율성을 중심으로 한 문화정책을 경계하였다(문화관광부, 2004: 28).

62) 유인촌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한 뒤 제
대로 되는지 심사 평가 거쳐서 경쟁적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하
겠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지역 간의 경쟁
을 도모하면서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켜 보자는 취지다. … 각 지역마다
대표상품이 있다. 대표상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역 관
련 사업에서도 경쟁과 효율성(성과)을 강조하였다(연합뉴스, 2008.9.3.).

63) 유인촌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 브랜드 작품에 대한 정책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 브랜드 작품을 만들겠다는 것에는 따로 목적
이 있지 않다. 예술의 순수성을 보장하겠다는 것과 맞물려 있다. 국가
브랜드 작품이라는 것은 완성도를 의미한다. 창작이든, 번역이든, 어떤
종류의 작품이든, 완성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작품을 만들겠다는 것
이다.”고 언급하였다(연합뉴스, 2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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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창동 장관이 “주력상품, 히트상품 위주의 사업은 하지 않겠

다.”라고 언급한 바와도 일맥상통한다(경향신문, 2004.1.7.). 소수정예

의 엘리트를 통한 발전은 단기적일 뿐이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높은 문화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예술

가의 정의와 그 경계가 애매모호한 가운데, 이른바 전문가

(professional)라고 불리는 엘리트 예술가에 의존하는 경향에서 벗어

나 대중예술로의 확장을 비롯하여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이 중심이

되는 예술정책을 지향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평배분을 중심으로 한 분산지원은 예술지원 예산

의 절대적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는 소액다건이라는 문제점을 도출

할 수 있다. 즉, 많은 수의 지원결정자는 존재하지만, 그들이 실제

받는 지원액은 예술 활동에 도움 되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소액

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집중지원은 효율성과 연결되므

로 대부분 평가를 수반하게 된다. 앞서 효율성을 강조한 영국의 보

수당 정부와 한국의 이명박 정부 모두 평가 자체를 도입하거나 시

기적으로 이전보다 강화된 평가를 추진한 바 있다.

3. 정책결과의 분배 측면

배관표·이민아(2013)는 Langsted(1989)의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

주의의 전략을 문화정책의 대상인 형성자(예술가)와 향유자(관람자)

의 관계에 접목시켜 다음과 같은 문화정책의 전략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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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배관표·이민아(2013: 145)

<그림 7> 문화정책의 두 가지 전략

이에 따르면, 정부는 문화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문화민주화와 문

화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전략을 취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행위자

를 정책대상으로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민주화는 향유자가 보

유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자원 등과 상관없이 가능한 많은 사람

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의미한다. 문

화민주주의는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비록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직접 형성해낼 수 있도록 하

는 정부의 정책을 말한다. 즉,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정책에서 향유자

를 정책대상으로 한다면, 문화민주화는 형성자를 정책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민주화는 문화적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들이 고급

문화에 해당하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별적 접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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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며, 문화민주주의는 일반 대중들이 형성하는 문화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문화의 평균적 질을 향상하려는 대중주의적 관점에 해

당한다.64)

이러한 양대 전략은 예술지원 분야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다.

예술지원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문화민주화 전략은 소외계층 및 취

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예술활동 등의 정책이 이에 해당하며, 문화

민주주의 전략은 전문 예술가가 아닌 아마추어 예술가 및 대중의

예술참여 관련 정책에 해당한다. 나아가 기존 예술가 중 보유한 자

원이 낮다고 볼 수 있는 비주류, 여성, 지역, 신진 예술가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이에 해당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러한 문화다양성 가치를 강조

한 정책결과의 배분이 이루어졌다. 노무현 정부 임기 첫 해에 임명

된 현기영 문화예술진흥원 원장은 “문예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이 그

동안 혜택에서 소외됐던 비주류 문화층으로 넓혀질 것”이라고 언급

하며, “지금껏 비주류가 상대적으로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사실

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경향신문, 2003.8.31.).

또한 이창동 장관에 이어 장관직을 이어받은 정동채 장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 불거진 문화예술지원체계의 정치적 갈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기존 예술계 일부의 독점적인 지위가 다른 영역으로

분배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갈등으로 바라보았다.

“문화계의 편가르기 사고는 바람직하지 않다.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소통, 분권, 자율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반발은 그동안 독점

64) 이에 대해 배관표·이민아(2013: 145-146)는 문화 형성에 있어서 대중주
의적 관점을 구성적 접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적 접근이라
고 명시한 것에 대해 “문화가 엘리트들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중들이 참여하여 집단적으로 구성해 나가
는 것으로 보는 구성주의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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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지위에서 누리던 각종 혜택을 박탈당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마이뉴스,

2004.8.11.)

이러한 비주류에 대한 논의는 미시적으로는 이전 정부의 지원정책

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었던 예총 소속 이외의 예술가 및 예술단체

에 대한 지원을 의미할 수 있으며, 거시적으로는 예술 장르를 의미

할 수 있다. 즉, 예술계에서 오랜 기간 장르적 특수성을 인정받아

온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과 같은 고급예술

에서 벗어나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였다고 볼 수 있는

기타 장르 영역에 대한 관심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의는 2004년에 발표된 「창의한국」에서도 드러난다. 노

무현 정부는 창의한국의 핵심 키워드로 창의성(creativity), 다양성

(diversity), 역동성(vitality)의 세 가지를 꼽았다(문화관광부, 2004:

32). 또한 창의한국은 문화의 개념을 일상생활의 수준으로 확대하여

문화가 정책 전반에 펼쳐지는 형태의 문화정책을 구상하였다(문화관

광부, 2004). 이처럼 확대된 문화 개념 하에서 창의한국은 “민족과

성, 계층과 세대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표현할 수

있으며 복합적 문화활동을 촉진하는 창조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지

향”한다고 강조하였다(문화관광부, 2004: 31).

노무현 정부가 지향한 창의한국은 결국 예술이 창작과 향유의 영

역에서 그 어떤 이유로도 소외당하지 않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지향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창작 영역에서

는 전 장르를 아우르는 지원, 향유 영역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

적 소외계층을 예술지원정책의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등장시켰다.65)

65)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관객개발의 관점은 2000년대 이전까지 한국의
예술지원정책이 향유영역을 바라보는 관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용호성,
2012: 103).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2000년대 이전까지는 창작지원 중심
의 예술지원정책이 펼쳐졌고, 이에 따라 향유영역에 대한 지원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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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는 상술하였듯이 지원정책의 수혜집단을 보

는 관점이 영국의 보수당 정부나 앙드레 말로로 대표되는 프랑스

우파성향 정부와 사뭇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엘리트 중심의 전문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는 모습을 보였으며(배관표·이민아,

2013), 이들이 창작하는 높은 수준의 고급 예술을 일반 국민들이 접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형태의 전략, 문화민주화를 추구하였

다.

간접지원 원칙 역시 인위적인 시장 개입을 경계하는 신자유주의가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이루어진 직접

지원 방식이 예술가에 대한 생계보전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예술 영역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다. 결국 간접지원도 질 높

은 예술작품, 경쟁력 있는 예술작품에 대한 선호가 배경에 있다.

“예술지원정책의 핵심은 작품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

다.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기

존의 사업별 생계보전형 지원으로는 예술가의 창작활동이

안 된다. 그래서 창작 여건을 만들어주고자 공간지원에 나

선 것이다. 공연장, 전시장, 집필실과 같은 공간 지원은 현

금 지원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가능하면

그 곳에서 1-2년 상주하도록 하고, 안정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작품의 질이

좋아질 것이다.” (노컷뉴스, 2009.6.17.)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장 적극적으로 확대

계승한 부분은 바로 문화향유에 관한 부분이다(박광무, 2010). 노무

지극히 미미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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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 논의되어 본격적으로 예술지원정책의 핵심 영역에 들

어온 문화향유에 관한 논의 중 사회적 약자의 향유 기회 확대는 이

명박 정부 문화정책의 전면에 등장하였다. 「문화국가(2008)」에서

소개하는 6가지 추진 전략66) 중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것이 바로 “수

요자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이는 결국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를 의

미한다. 새로운 문화정책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공급자 중심

정책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인 국민(수요자)의 입장에서 맞춤형 정책

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15).

특히 소외계층의 문화향유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는 문화복지의 관

점이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강조되었다.67) 한정된 예산 하에서 효

율적이고 자생적인 예술지원을 펼치기 위해서인데, 이는 상술한 유

인촌 장관의 인터뷰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그동안 이루어진 정부의

예술지원이 창작 영역의 자생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인

식에 기반을 둔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예술지원을 펼치는 과정에

서도 예술 소비가 가능한 중산층 이상이 아니라 도움이 없이는 예

술향유 경험을 만들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접근

66) 「문화국가」에 따르면, 6가지 추진전략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추진,
선택과 집중의 지원체계, 실용과 효율의 문화행정, 상생하는 문화와 산
업, 소통과 개방의 전략, 문화를 통한 녹색성장”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14).

67) 유인촌 장관에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수장이 된 정병국 장관은 비록
짧은 재임기간이었지만 ‘문화복지’의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펼칠 것을
언급하였다. 그는 문화소외감이라는 용어와 함께 자신의 예술향유에 대
한 경험을 언급하며 문화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사람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문화 소
외감이라는 건 박탈감이 더 커질 수 있다. 문화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그쪽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경인일보,
2011.2.28.)
“복지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게 문화복지다. 문화적 차이는 상당
한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 내가 초등학교 때, 느껴본, 거기서 주는
충격, 자극이다. 어딘가에서 강연할 때도 말하는데, 그 자극이 오
늘날 저를 장관으로 만들었다 생각한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다.” (한겨레, 2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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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복지정책에서 선별적

접근을 강조한 당시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

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예술영역과 정책대상의 구체화

1. 분석의 기초: 예술의 영역

선행연구에서 검토하였듯이 예술은 하나의 열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다면 예술의 정의에 대한 정해진 답변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예술지원정책의 목표를 비롯하여 정책대상은 예술

의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정리될 수 있

다. 즉, 정책목표도 예술영역의 구성요소의 선순환적 발전과 개별

국가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설정되며, 정책대상은 각 예술영역에 관

여하는 행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각각의 중요

성은 개별 국가의 역사나 현황을 비롯하여 사회구성원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예술의 영역에 대한 연구는 미학을 비롯하여

예술사회학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미학은 고대 그리스 시

대부터 출발하여 근대에 이르기까지 과연 아름다움이란 객관적인가,

아니면 주관적인가에 대한 수많은 학문적 논쟁 속에 발전해 온 학

문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예술을 창작하고 향유하는 과

정에 대한 분석이 다양하게 시도되었다(배관표·이민아, 2013: 142).

Dickie(1984)는 예술의 속성을 예술가, 예술작품, 대중, 예술계 체

계, 예술계라는 5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예술가는 예술작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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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에 참여하는 사람이며, 예술작품은 예술계에 있는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창조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중은 이러한 예술

작품을 이해하거나 혹은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예술

계 체계는 예술가가 그들의 작품을 대중들에게 제시하는 일종의 틀

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예술계는 예술계 체계의 총합으로서 다른

요소들을 아우르는 존재이다. 이러한 Dickie(1984)의 논의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8> 예술의 영역: Dickie(1984)의 도식화

한편, 예술사회학은 예술이라고 지칭되는 것을 창조하기 위해 관

련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어우러져 일하는 방식을 비롯

하여, 예술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예술 간의 관계 등을 연구하는 분야이다(Alexander, 2003:

1). 따라서 예술의 영역에 참여하는 사람, 혹은 집단에 대한 사회학

적인 연구를 비롯하여 예술과 사회 간 관계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

어지고 있다.

Griswold(1994)는 예술의 반영적 접근과 형성적 접근68)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화의 다이아몬드(Cultural Diamond)’ 관점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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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문화의 다이아몬드(Cultural Diamond)’는 특정한 문화적 대

상과 그 대상이 가지는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설명

도구이며, 그 문화적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소

와 각 요소 간의 연결선까지 모두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Griswold, 1994: 15). 즉 아래 그림의 각각의 꼭짓점인 창작자, 소비

자, 예술, 사회를 비롯하여 각 요소마다 연결된 선까지 연계해서 살

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Griswold(1994: 15)

<그림 9> 예술의 영역: 문화의 다이아몬드

각 꼭짓점 중 우선 창작자는 예술가 혹은 예술가 집단으로서 예술

을 창조해내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예술은 창작자자 창조해내는 작

68) 반영적 접근(reflection approaches)은 예술이 사회에 대한 정보를 말해
준다는 관점, 즉 예술과 사회 간의 관계에서 예술이 사회를 반영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에 반해 형성적 접근(shaping approaches)은 예술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관점을 의미한다. 두 관점 모두 예술과 사
회 간 관계를 일직선으로 놓고 있으나, 영향을 미치는 화살표의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Alexand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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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으로, 인간의 개입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의미가 부여되는

존재이다. 소비자는 대중으로서 예술작품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계

층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는 법, 가치, 조직 및 사회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창작자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어 예술을 형성해 낸다.

또한 창작자에 의해 생산된 예술은 예술을 받아들이는 대중의 가치

및 태도에 의해 비로소 일반 사회로 스며들게 된다. 이상의 설명에

서 알 수 있듯이 문화의 다이아몬드는 각 요소들과 그들 간의 관계

에 의해 예술을 사회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과관계

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각각의 요소와 요소 간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만을 설명한다.

Alexander(2003)는 Griswold(1994)의 문화의 다이아몬드 관점을

수정하여 보완된 문화의 다이아몬드(Modified Cultural Diamond)를

제시하였다. Alexander(2003)의 관점은 기존의 문화의 다이아몬드

관점이 미처 포함시키지 않고 설명한 중요한 연결 중 하나로 “분배

(Distributors)”를 언급한다.69) 즉, 예술은 창작자에서 소비자로 전달

되는 과정에 사람, 조직, 네트워크와 같은 하나의 분배 체계가 존재

하고 있으며, 현대 사회의 예술은 이러한 분배 체계를 별도로 고려

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69) Griswold(1994)의 문화의 다이아몬드는 분배 체계를 창작자 영역으로
인식하여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Alexander(2003)는 실제 많은
형태의 예술 생산이 분배 체계와 분리되는 경우가 있음을 들어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음악 장르에서는 예술가가 창조해
낸 예술작품이 관객에게 직접 전달되기도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음반
및 녹음 산업을 통해 전달되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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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lexander(2003: 62)

<그림 10> 예술의 영역: 보완된 문화의 다아이몬드

이처럼 Alexander(2003)가 지적한 분배 영역은 예술이 생산에서

소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종의 여과효과(필터링효과, filtering

effect)나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역할이 이루어지는 현대의 예술

시장과 환경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

할은 어떠한 예술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큰 영

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반영적 접근과 형성적 접근을 비판하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분배 영역은 소비자가 어떠한 예술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어떠한 의미로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지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서술한 예술의 영역에 관한 미학과 예술사회학의 연구는

정부가 관련 정책을 구성할 때, 이러한 각각의 영역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설정해야 함을 암시한다. 즉, 관점에 따라 전략적으

로 중시해야 하는 영역이 있을 수는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서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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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전체 영역과 함께 영역 간 관계를 고려한 정

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예술의 영역은 아래에서

설명할 정책대상의 구체화와 이론적으로 연결된다.

2. 집단적 활동으로서의 예술과 행위자에 대한 논의

각 예술 영역 중 특히 예술의 생산 측면에서는 Becker(1982)의 예

술계(art world)70) 개념이 폭넓고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Becker(1982)는 예술계를 예술작품의 생산에 있어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 온 수단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라고 정의한다. 즉, 그는 예술작품의 생산이 예술

가뿐만 아니라 작품을 생산하는데 기여하는 전체 네트워크 혹은 시

스템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예술은

하나의 집단적인 활동(collective activity)이며,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Becker, 1982: 1-39).

구체적으로 예술 생산의 과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 하나

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술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의 논

70) ‘예술계(art world)’라는 단어는 미학 및 예술사회학에서 비슷하면서도
약간씩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Danto(1964)는 이 개념을 처음 제
시하면서 “예술과정에 참여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배관표·이민아, 2013: 142). 또한 상술하였듯이
Dickie(1984)는 예술계 체계의 총합을 예술계라고 지칭하였으며, 여기서
예술계 체계는 예술가가 대중에게 자신이 창조한 작품을 제시하는 틀이
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Dickie(1984)의 논의를 바탕으로 배관표·이민아
(2013)는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문화의 형성자와 향유자를 연결하는 중개
자를 일종의 예술계로 재해석 하여 보았다. 본문에서 후술하듯이
Becker(1982)는 예술계에 대해 그의 저서에서 예술작품을 생산하기 위
한 협력적인 활동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라고 정의하고 있다. 향
후 본 연구에서는 예술계의 개념을 Becker(1982)의 관점에서 논의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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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따르면,71) 첫째, 예술작품이 창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람

할 수 있는 향유자가 없다면 예술이 아니다. 이러한 향유자는 창작

된 예술작품이 계속해서 의미 있도록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향

유자는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상황적 여건이 되어야 한다. 향

유자의 상황적 여건에 대해 Becker(1982)는 향유자의 감상역량을 제

기하였는데, 이를 한국의 관점에서 설명한다면 바로 2000년대 초반

에 정책적으로 반영된 ‘문화예술교육’에 해당한다. 아울러 현대사회

에서는 향유자의 상황적 여건으로 시간적 여유, 경제적 여유 등이

포함될 것이다.

둘째, 현대의 예술은 많은 경우 한 사람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의

창조역량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예술계에서 이

루어지는 모든 예술은 혼자만의 작업이 아닌, 분업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창작에 관여하는 전통적 의미의 예술가를 포함

하여 이를 지원하는 사람들, 예술의 발전과 계승에 도움을 주는 사

람들, 더 좋은 예술작품을 생산하고 관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정에

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획자나 기술자, 장비 전문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분업은 대체로 우리가 장르로 구별할

수 있는 각각의 예술계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 연극, 무용 등 공연예술의 경우, 연출자나 안무가를 비

롯하여 핵심 배우 및 무용가가 핵심 인력(core personnel)이 된다.

이러한 핵심 인력은 예술작품이 생산되는 과정의 중심에 있는 사람

들이다. 기획자, 무대기술자, 조명, 의상 등을 담당하는 이른바 공연

스태프들은 보조 인력(support personnel)에 해당하며, 예술작품 생

산 과정에서 핵심 인력보다 낮은 지위를 부여받는다. 하지만 공연예

술의 생산 과정에서 보조 인력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이는 인

력 구성의 내용이 다를 뿐 대부분의 장르에서 마찬가지이며, 핵심

71) 이하의 논의는 Becker(1982: 1-39)의 “Art Worlds and Collective
Activity”에 따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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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이 발휘하는 창조역량은 보조 인력이 제공하는 노력에 의존한

다.

셋째, 창작된 예술작품이 향유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다양한 분배

체계가 존재해야 한다. 분배 체계는 대형화된 예술시장에 부합하는

복잡한 시스템일 수도 있고, 소소하게는 지역적 수준에서 이루어지

는 분배 체계일수도 있다.72)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배 체계의 규모

가 아니라, 어떠한 예술이든 분배 체계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서 예

술의 존재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또한 분배 체계는 예술가가 향유자

에게 자신들의 예술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 하나의 제약이 된다.

분배 체계는 대체로 사회적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술가

가 이에 맞춰야만 향유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3. 창작자와 향유자의 구체화

예술 생산의 주요 행위자인 창작자는 엘리트주의(elitism)와 대중

주의(populism)에 따라 구체화할 수 있다. 엘리트주의와 대중주의

간 이념적 논쟁은 1970년대 중반 예술지원금을 둘러싸고 미국에서

일어났다. 당시 예술지원금이 신규 예술단체에 배분하는 것을 기존

의 규모가 큰 예술단체들이 반대하면서 나타난 것인데(정홍익 외,

2008: 27), 이러한 논쟁을 이른바 고급예술(high art)이라고 불리는

72) 예를 들어, 한국에서 뮤지컬은 대형화·산업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
다 복잡하고 거대한 분배 체계가 작동한다. 제작, 배급, 극장 등 다양한
종류의 분배 체계가 뮤지컬이라는 예술에 집합되어 있다. 특히 해외로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작품들의 경우에는 분배 체계의 지역적 범주가
전 세계로 확대되게 된다. 이에 반해 한국의 인디음악이나 실험음악은
이를 소개하는 무대가 협소하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홍대 주변의 소극
장이나 라이브 카페 등이 주요 분배 체계가 되며, 유통과정에서 예술가
가 직접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유통하는 형태인 자조(self-support)가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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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미술, 무용, 오페라, 고전음악 등에 속하는 엘리트주의자들과

민족음악, 민속공예 등 새롭게 등장하면서 대중의 선호에 더 근접한

대중주의자들의 대립으로 해석하였다(Wyszomirski, 1982).

정부의 예술지원을 둘러싼 엘리트주의와 대중주의의 차이73)는 정

홍익(1993)의 일반성(generality)과 탁월성(excellence)의 구분과도 내

용적으로 관련이 있다. 엘리트주의는 전통적 의미의 창작자를 중시

하는 입장으로서, 정부가 예술을 지원할 때 예술의 질이나 우수성을

기준으로 두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탁월성(excellence)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예술의 우수성은 이미 사회적으로 충분한 명

성을 쌓은 기성 예술단체를 비롯한 예술분야의 엘리트들만이 확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에 반해, 대중주의는 예술의 생산과 향유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

들을 중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예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이 우

선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정부가 예술을 지원할 때에는 일반성

(generality), 혹은 접근성(accessibility)을 중시하는 지원 정책, 즉

지원대상의 확산과 예술 향유의 확대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

한다. 정홍익(1993)은 예술 활동에 있어서 일반성이 활동 자체의 평

균적인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탁월성보다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을 소개하며, 일반성을 언급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엘리트주의와 대중주의는 민주주의 국가의 예술지원정책에

있어서 나타나는 딜레마와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창작된 예술을 소비하는 행위자인 향유자에게 있어 예술지

원정책은 향수권의 확대 측면에서 중요하다. 문화권(cultural light)

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향수권에 대한 논의는 현대 복지국가의 정

책영역 확대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배관표·이민아

(2013: 147)는 Rothstein(1998)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구분

7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yszomirski(1982)와 Heilbrun and
Gray(1993)의 저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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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선별적 접근과 보편적 접근으로 향유자를 구체화하였다.

Rothstein(1998)이 이야기하는 보편적 복지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선별적 복지는 해당 복지가 반드

시 필요한 국민들을 특정하여 제공하는 복지를 의미한다.

이를 배관표·이민아(2013)가 언급한 문화정책의 대상에 적용하면,

선별적 접근에 따른 향유자 정책은 문화를 향유하기에 자원이 부족

한 국민들을 정책대상으로 하여, 이들에게 맞는 자원을 제공하는 형

태를 말한다. 아울러 보편적 접근에 따른 향유자 정책은 국민이 보

유한 각기 다른 자원의 양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된다.

4. 분배 체계의 게이트키퍼(gatekeeper)

게이트키퍼는 무언가를 선별하는 사람 혹은 체계를 의미하며, 통

제권 및 관리권 등과 관련이 있다. 예술 영역에 대한 연구에서는

Hirsh(1972)가 대표적인데, 그는 예술에 관한 기업들이 그들의 영리

적 목적에 따라 네트워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예술이 몇몇 분야(장르)에서 산업화되어가면서 관련 기업들이 하나

의 분배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Hirsh(1972)가 주장한 핵심 내용

은 관련 기업들이 구축한 분배 체계가 생산된 예술의 일부만을 대

중에게 공급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공급은 분배 체계가 특정 대상을

선별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문학 분야의 경우 출판사 및 편집자의 역할을 들 수

있다.74) 작가들은 그들의 문학작품을 출판사를 통해 책으로 출발하

74) 문학 분야의 예시를 설명한 부분은 Alexander(2003)의 설명을 참조하
여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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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을 거쳐 독자라는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출판사

와 편집자는 출판 목적에 따라 일부 작품만을 출간한다. 출판사와

편집자가 작품을 선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이 선별하여 출간하는 작품이 출간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작품

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것은 출판시장이라는 산업 구조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 분야에서 출판사와 편집자는 상

당히 영향력 있는 게이트키퍼로서 기능한다. 또한 작품에 대해 공개

된 매체에 비평을 작성하는 비평가 집단도 소비자의 작품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게이트키퍼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나아

가 작품이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되는 서점이나 도서관의

전시담당자들도 게이트키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분배 체계에서 게이트키퍼 개념은 Becker(1982)가 설명한

유통 체계와도 연결된다.75) 그 중 후원(patronage)은 예술 생산의

대가로 창작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의미하는데, 현대 사회에서 정

부도 하나의 중요 후원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예술지원정

책도 하나의 게이트키퍼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예술지원정책을 통해

제공하는 분배 영역의 정책들이 예술생산의 확대에 기여하기도 하

지만, 한편으로는 향유자에게 제한된 예술작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Hirsh(1972)는 문화 산업이 만들어 낸 분배 체계의 게

75) Becker(1982)는 유통 체계를 3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자조(self-support),
후원(patronage), 공매(public sales)가 이에 해당한다. 물론 현대 사회에
서 이러한 유통 체계는 혼재되어 있다. 자조(self-support)는 자립과 유
사한 개념으로, 예술가가 예술작품을 직접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후원
(patronage)은 역사적으로 왕, 귀족, 교회 등에서 예술가에게 지원하여
예술작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개인적으로
부유한 독지가를 비롯한 개인 기부자를 비롯하여 기업이 대표적인 후원
자이며, 예술지원정책이 시행된 이래 정부도 후원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공매(public sales)는 딜러, 제작자, 문화산업 등 시장의 영역을 의
미하는데, 특히 문화산업은 대량생산이 가능한 예술분야를 대상으로 복
제본의 형태로 유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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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설명하였지만, 실제 게이트키퍼의 개념은 보

다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게이트키퍼(gatekeeper)는 예술

가 및 예술작품을 선별하는 사람이나 조직, 혹은 선별 행위 그 자체

라고 볼 수 있다.

5. 예술영역의 정책대상에 대한 분석틀의 구성

본 연구에서 분석할 정책대상은 크게 Becker(1982)의 예술계

(artworlds)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한 행위자와 예술지원정책의

특성을 반영한 장르에 따라 구체화된다. 우선 Becker(1982)의 논의

에 따라 예술이 생산되어 향유자에 수용되는 과정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도식화하였다. 또한 창작자(생산), 중개

자(분배), 향유자(수용)의 구체화는 이론적 자원에서 논의한 다양한

논의들을 접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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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예술지원정책의 정책대상 구체화에 관한 분석틀

첫째, 창작자는 엘리트주의와 대중주의에 따라 창작자1(core

personnel, elite), 창작자2(nonprofessional)로 구분하였으며,

Becker(1982)의 논의를 반영하여 예술 생산의 보조 창작자에 속하는

창작자3(support personnel, staff)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창작자2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 중 문화민주주의 이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

다. 예비 창작자 혹은 일반 향유자 중에서 창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제공하는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둘째, 중개자는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역할을 수행하는 평론

(비평), 기간단체 등을 중개자1로, 예술창작과 관련된 공간이나 무대

를 의미하는 중개자2, 단시간에 예술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예술행사

및 축제 등은 중개자3으로 분류하였다. 중개자2와 중개자3을 구분하

는 이유는 지속적인 예술생산에 기여하는 중개 체계와 일회성으로

예술의 접근성에 기여하는 중개 체계를 분류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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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자3은 매해 이루어지는 행사 및 축제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매우 짧은 시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이

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셋째, 향유자는 문화복지의 관점에서 향유계층을 살펴본 보편적

접근과 선별적 접근을 반영하여 향유자1(보편적), 향유자2(선별적)로

구분하였다. 특히 향유자2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 중 문화민주화 이

념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예술향유를 위한 자원이 부족한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의 향수권을 확대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예술

향수실태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진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복권

기금이 포함되고 문화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제고되면서 자연

스럽게 위원회의 국민들의 예술향수권 증진을 위한 예산배분이 늘

어났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향수권 확대가 어떠한 정책

적 접근에서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예술의 장르 그 자체도 정책대상이 될 수 있다. 애초 한국문

화예술위원회는 위원회 전환 시 장르별 소위원회를 두었을 정도로

개별 장르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한 정책설계는 매우 중요하였다.

일반적으로 장르는 특정 예술의 형식을 의미하는데, 같은 장르에서

는 서로가 공유하고 합의한 관행이 존재한다. 같은 장르는 동일한

관객을 보유하며, 보조 인력도 서로 공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르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산배분 과정에서 전통적으

로 분류해 온 방식에 따라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

술, 다원예술76), 문화일반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77) 하지만 정책

76) 다원예술은 일종의 실험적 예술로서 기존의 전통적인 장르 구분에 의
해 표현되지 않는 예술을 의미한다. 문화예술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공식
적으로 다원예술을 따로 분류하기 전에는 문화일반으로 분류하였으며,
이후에도 몇몇 정책지원은 다원예술과 문화일반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기
도 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최대한 정책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여 장
르를 분류해 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분류가 애매한
경우에는 문화일반으로 일괄 분류하였다.

77) 다만, 시각예술이라는 분류는 2006년부터 사용되었으며, 그 이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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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체적인 내용 상 공연예술이라고 분류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서 공연예술은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78)을 포함한다. 한편, 이러

한 장르는 정부에서 발간하는 각종 정책백서와 문예연감에서도 동

일하게 사용된다.

제 4 절 연구 분석틀의 제시

결과적으로 예술지원정책은 집권한 각 정부의 정책이념, 즉 예술

지원에 대한 지향점을 가장 큰 기준으로 두고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현대 국가에서 국가개입과 시장주의에 대한 입장 차이는 다수

의 정책 분야에서 비교의 준거를 제공할 수 있다(권혁주, 2009; 박광

욱, 2010). 특히 예술지원정책이 본질적으로 국가개입을 전제하는 것

이지만, 예술지원의 지향점에 따라 개입의 수준과 관여하고자 하는

영역의 범주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대중주의와

문화민주주의의 정책이념이 예술을 창작하고 향유하는 정책 대상자

의 범주를 확대하고, 기존의 사회체계에서 관심을 주지 못한 비주류

영역에까지 정책적 관심을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개입의 수준

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책과정의 측면에서 예술지원정책의 과정과 수단을 살

펴보면, 사실상 이에 대한 논의는 예술지원정책보다 다른 정책 분야

에서 이루어진 특성을 참고한 바가 크다. 하지만 예술지원을 투자로

인식하였던 영국 보수당 정부의 사례와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조한

미술이라고 표현되었다.
78) 공연예술에 포함된 전통예술은 형식상 연극, 무용, 음악에 해당하지만,
주제 및 공연의 내용 자체가 우리의 전통예술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한
다.



- 129 -

한국 이명박 정부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예술지원이 이루어지는 정

책과정에 집중지원과 분산지원의 대립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결과의 측면에서 예술지원정책의 결과가 어느 정

책대상자에게 배분되었는가를 기준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Peters(2002)에 따르면, 자유를 강조하는 성향의 정부에서는 간접적

지원을 선호하고, 형평성을 강조하는 성향의 정부에서는 직접적 지

원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또한 규제 정책의 영역에서는 국가개입주

의 이념을 가진 정부에서는 사회적 규제을 강조하는 반면, 자유주의

이념이 강한 정부는 경제적 규제를 강조하거나, 바우처와 같은 시장

기제를 활용한 정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Peters, 2002).

이러한 논의를 예술지원정책에 적용한다면, 정부개입주의가 강한

정부는 직접지원의 방식으로 예술영역에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개입

을 할 것이고, 시장주의가 강한 정부는 간접지원의 방식으로 예술영

역에 대한 우회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이러한 직접-간접 지원의 결

과가 결국 예술계 내부의 수혜집단을 다르게 한다는 점에서 본 연

구에서는 정책결과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적극적 선호 유무와 더불어 향유 영역에 대한 지원에서 보편

적으로 접근하는지 선별적으로 접근하는지도 이러한 정책결과의 수

혜대상자가 달라진다.

결국 예술지원정책의 정치적 성격은 “누구에게(정책결과), 어떻게

(정책과정), 왜(정책이념) 지원하는가”를 설명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아울러 현대 사회의 복잡성을 이분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비교의 극대화를 위해 이러한 정책의 정치적

성격을 진보 혹은 보수로 구분하여 개별 정부를 살펴본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자 강점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Dickie(1984)와 Alexander(2003)의 예술의 영역에 대한 논의

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술을 둘러싼 영역 혹은 Becker(1982)가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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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술계는 크게 예술을 공급하는 창작의 영역과 그러한 예술의

수요를 담당하는 향유, 창작과 향유를 서로 연결해주는 또 하나의

영역인 중개로 나누어진다. 중개 영역의 경우, 매개, 분배 등 조금씩

의미가 다른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큰 맥락에서 창작과

향유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동일하다. 한국의 경우,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본격적으로 창작, 중개, 향유 영역의 선순환

구조를 정책에 내재화시킨 것으로 평가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예술지원정책의 정치적 성격을 구분해 보

면 다음과 같다. 다수의 연구에서 개별 정책의 정치적 성격을 구분

할 때,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활용한다는 점과 한국 역

대 정권의 정치적 성격을 분류한 기존의 연구를 참조하여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구분을 진보적, 보수적이라고 명시하였

다. 또한 다양한 정책분야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예

술지원정책의 정책사례 등을 종합하여 예술지원정책의 정치적 성격

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추후 예산분석

과정을 통해 아래의 표에서 일종의 귀납적 가설로 명시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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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성격
창작 향유

진보적 보수적 진보적 보수적

정책이념

:예술지원의 지향점

국가개입

주의
시장주의

보편적

접근

선별적

접근

대중주의 엘리트주의
문화

민주주의

문화

민주화

정책과정 집중-분산 분산 집중 - -

정책결과

(분배)

예술계
창작-직접

(창작자1)

중개-간접

(중개자2)
향유자1

향유자2
향유자2

다양성 적극적 소극적

<표 21> 예술지원정책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구분

이어서 본 연구는 다음 표의 분석기준과 내용에 따라 위원회 지원

사업의 예산 내역을 코딩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기준은 지원사업

별, 정책대상별, 기타요인별로 구분된다. 우선 정책대상의 경우, 예술

계와 장르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 중 예술계는 상술한 이론적 자원

에서 언급한 분석틀에 따르며, 장르는 한국의 문화예술진흥법과 한

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분류하는 기준에 따른다. 또한 일부 연도, 일

부 사업의 경우 집행액이나 예산액 등의 수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

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산이 점증적으

로 증가한다는 점증주의 예산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여 전년도와 익

년도 수치의 평균으로 임의 코딩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인해

2004년과 2013년과 같이 평균 수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2004년은

익년도인 2005년의 수치를 반영하고, 2013년은 전년도인 2013년의

수치를 반영하였다. 다만 2004년은 일부 예술행사 예산이 이에 해당

되며, 2013년은 신진예술가 사업만 해당된다. 이하에서는 각 분석기

준에 따라 세부적인 예산분석 코딩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연도별

로 특이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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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준

분석

단위
세부 코딩내용

지원

사업
79)

창작

영역

창작지원, 수시공모사업, 기부금사업, 신진예술가지

원, 원로문예인복지, 남북교류지원, 국제교류지원, 해

외레지던스지원,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교류행정, 문화

콘텐츠지원

중개

영역

예총, 민예총, 예술행정, 예술행정, 예술행사지원, 예

술공간지원, 레지던스지원, 정간물발간조사연구, 예술

자료지원, 지역예술기관지원, 중앙예술기관지원, 지역

문예진흥지원, 문화의달행사, 향유공간조성

향유

영역

사랑티켓지원, 문화바우처지원, 일반향유지원, 소외지

역향유지원, 소외계층향유지원, 소외계층창작지원, 예

술체험지원, 예술복지지원, 문화장터사업

정책

대상1
예술계

창작자1: core, elite
창작자2: amateur, nonprofessional
창작자3: support
중개자1: 평론, 기간단체
중개자2: 공간, 무대
중개자3: 행사, 축제
향유자1: 보편적 접근
향유자2: 선별적 접근

정책

대상2
장르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전체: 전체 장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기타

요인

지원

연속성

0: 단년도

1: 다년도

분담
0: 지방과 분담하지 않는 사업

1: 지방과 분담하는 사업

<표 22> 예산분석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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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에 대한 예산분석 코딩은 예술계를 이론적 근거로 두고

분류한 것과 장르별로 분류한 것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예술계에

의한 정책대상자 분류는 이론적 틀을 설정한 연구자의 판단에 따랐

다. 또한 장르에 의한 정책대상자 분류는 위원회의 보고서에서 분류

한 장르별 예산 내역을 참조하되, 장르별로 추산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는 첫째, 리스트 상으로 장르의 성격이 명확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장르별로 추산하며, 둘째, 리스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로 코딩하여 전체 장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을 명시하였다.

예술계에 의한 정책대상자 분류는 연구자가 2017년 4월부터 2017

년 8월까지 기초사업별로 예산을 명시한 코딩 파일을 보면서 5차례

반복하여 설정하였다. 유사사업을 최대한 통일하여 정책대상자를 동

일하게 조정하였고, 같은 사업이더라도 연도별 해당 사업의 속성 변

화에 따라 정책대상자가 변화하는 경우도 반영하였다. 예술계에 의

한 정책대상자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참조해야 할 부분을 별도로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학 장르는 예술작품이 향유자와 접촉하는 지점이 일종의

공간, 무대가 된다. 따라서 문예지발간사업, 우수문예지구입배포사업

은 문학 장르의 창작자에게도 중요하지만 향유자와의 매개 역할의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사업명은 예술공간지원으로, 정책대상

자는 중개자2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청소년문예지

발간도 중개자2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문예지발간의 정책대상

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우선 강조하는 사업이므로 창작자2를 우선순

위에 두었다. 사이버문학광장지원도 청소년문예지발간과 같은 맥락

이다. 사이버문학광장의 신설이 향유자가 직접 문학 창작에 참여하

는 매개의 역할이면서,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작가를 발견할 수 있는

매개체로 활용하는 것이 최우선의 정책목표라는 점을 고려하여 창

79) 동 표의 분석내용에 포함된 지원사업 이름은 예술지원사업의 세부사업
을 연구자가 유사사업을 기준으로 재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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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자2로 코딩하였다.

둘째, 지역문예진흥사업은 지역 예술계의 진흥을 위해 위원회에서

각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에 일임하여 수행하는 지원사업이다. 즉,

창작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비롯하여 예술계의 다양한 정책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코딩과정에서는 위원회에서

지원금을 직접 전달하는 지역문화재단을 기준으로 두고, 중개 영역

으로 분류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중개자1로 코딩하였다.

셋째, 지역문예기반시설을 활용한 각종 예술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사업80)은 기본적으로 지역민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도모하기 위한

향유 성격의 사업이라 볼 수 있으나, 지원금이 전달되는 직접적인

대상은 지역예술기관이다. 또한 이러한 지원은 향유자의 지원이 최

종적인 목표이기는 하지만 지역예술기관이 지속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코딩 과정에서는 기관을 지

원한다는 직접적인 측면을 우선 반영하여 중개자2로 분류하였다.

넷째,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의 경우에는 우선 통합사업명

으로는 소외계층창작지원에 해당한다. 장애인 창작 영역의 경우, 장

애인이면서 전문 예술가(창작자1)도 정책대상에 분명 존재한다. 하

지만 동 사업의 지원내역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일반 장애인 대중

의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과 혼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일

일이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지원대상이

속하는 영역에 따라 코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동 사업의 시

행 초기의 목적이 일반 장애인 대중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것에서

시작하였으며, 다수의 연도에서 지원대상이 일반 장애인 대중의 문

화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비롯하여 각종 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선정된 것을 고려하여 창작자2로 동일하게 코딩하였다.

80)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는 지방문예회관,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
의 집 등과 같은 각 지역의 문화예술기관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
업이 있다.



- 135 -

다섯째, 사랑티켓지원은 초기 공연예술 장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접근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서 향유자1으로 분류하

였다. 이후 2006년 복권기금으로 전환되었고, 2006년과 2007년에는

공연전시나눔 사업의 하위 카테고리로 사랑티켓지원이 포함되어, 소

외계층지원과 일반적인 공연전시나눔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전 계

층을 아우르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향유자1으로 분류하였다. 하지

만 2008년 소외계층 및 학생, 그 중에서도 소외계층 중심으로 전환

한 바, 2008년부터는 향유자2로 코딩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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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한국 예술지원정책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분석

제 1 절 창작지원정책

1. 정책이념 측면: 창작지원 예산의 구조와 변화

본 연구의 분석틀에 따르면, 진보성향의 노무현 정부는 정부개입

주의 경향이 높고, 보수성향의 이명박 정부는 시장주의 경향이 높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즉, 이러한 가설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예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시

정조치를 하는 것을 선호하고, 이명박 정부는 기반조성이나 행정적

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후방 지원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특히 이

명박 정부에서 2008년에 발간한 <문화국가>에서 강조한 내용에 따

르면, 문화예술이 산업의 영역에 편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문화예술 부문도 정부재원이 투입되는 영역인 만큼 성과가 도출되

기를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예술에 대한 대중주의적 관점과 더불어 필요

에 따라 예술의 지니는 사회적 효과의 적극적인 확산을 지향하였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는 예술에 대한 엘리트주의적 관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며, 예술이 지나치게 도구화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즉,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인 예술의 순수성을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정부 간 비교에서 사업의 축소나 통합, 혹은 확대와

같은 사업구조의 변화는 해당 정부의 정책선호가 변화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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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다. 이하에서는 지원사업구조의 변화

를 통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첫째, 노무현 정부는 예술영역에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창작지원사

업을 추진하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창작지원사업의 일부를

지역협력형 사업81) 및 예술공간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사업 전환은 기금부족에 따른 재원문제나 새 정부의 간접지

원 선호에 따른 공간지원사업의 확대 경향에서 나아가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효과도 동반하였다. 또한 창작지원사업

을 장르별 특성화 사업으로 강화하면서 경쟁력 있는 대상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초대 장관인 유인촌 장관은 위원회에 사실상 직접적으로 이전 정부

와 달라진 예술지원정책 기조가 가시적인 정책결과로 나타날 수 있

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82)

이러한 창작지원사업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영향력을 지

나치게 감소시켰다는 의견도 있다. 비록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

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지역으로 예산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위

81) 지역협력형 사업은 후술하겠지만 이명박 정부의 집권과는 별개로 위원
회에서 재원조성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던 부분이었다. 다만, 이명박 정
부에서 지역협력형 사업으로의 전환에 적극적인 호응을 보냄으로써 전
환속도가 가속화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찬성 입장과
문화부의 적극적인 호응은 2008년도 위원회 회의록에서 지속적으로 나
타난다. 엄밀히 말해, 지역협력형 사업은 위원회 재원의 문제가 근본 원
인이자 제약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협력형 사업의 예산
배분이 커지면서 사업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은 그
특성이 지역문예진흥지원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어 통합되
었고, 위원회와 시·도 간 의사소통과 지원시스템의 학습을 위해 협의체
관련 예산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82) 제75차 위원회 회의록(2009.5.15.)의 감사 발언에 따르면, “장관님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장관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작년에 새정부로 바뀌고
나서 문화예술지원의 기조, 원칙, 방향, 선택과 집중, 사후지원, 간접지원
등이 전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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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내부 조직구성원들의 반발도 존재하였는데, 이는 행정조직의

영토83)가 줄어들어가는 것에 대한 내부적 반발이라 볼 수 있다. 행

정조직의 영토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조직의 외적 규모를 비롯하

여 내부 권한의 축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일반적으

로 행정조직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조직영토의 감소에 민감한 반응

을 보인다(임도빈, 2016)

그만큼 지방으로 돈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서는 지방으로 많은 비중이 내려가고 있고 그것 때

문에 예술위원회가 “힘이 빠졌다.”, “권한이 축소되어서 기

구의 존폐위기에 처했다.”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입니다. …

일단 그 사업이 잘 정책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는 임

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지역사업이 상당히 비중

이 높아지고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술위원회의

직원이 반발을 할 정도로 많이 내려가 있는 형국이기 때문

에 …

(제75차 위원회 회의록 (2009.5.15.) 사무처장 발언)

또한 이러한 위원회의 영향력 감소는 위원회의 자체사업 운영을

반대하는 문화부의 기조와 맞물려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

도 있다. 위원회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일종의 상위기관인 기획재정

부와 문화부는 위원회에서 직접 사업단을 운영하여 자체 지원사업

을 벌이는 것을 반대하였다.

83) 조직영토(organizational field, organizational domain)는 “조직이 관할
하는 영토”를 의미하는데, 각 행정기관의 “기능 또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관할”이라고도 부른다(임도빈, 2016: 69). 위원회의 입장에서 조
직영토는 예술창작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협의로는
예술창작을 업을 삼고 있는 예술가집단, 광의로는 예술창작에 참여가능
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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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예산운영의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기재부와 다시 해

야 하는데 기재부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문화부의 방침이 우리가 자체사업을 하지 말라

는 기조이기 때문에 문화부하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75차 위원회 회의록 (2009.5.15.) 예술진흥실장 발언)

자체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

만 그렇다면 문화예술위원회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

한 고민을 통한 결정을 빨리 하셔야 할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똑같은 구조에서 업무가 자꾸 떨어져 나

가면 나중에 보나마나 지금 외부에서 벌써 “문화예술위원

회의 인원이 어떻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문화예술위원회는 업무가 하나도 없는데 옛날 인

원과 똑같다,”는 식의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제75차 위원회 회의록 (2009.5.15.) 위원 발언)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주의에 기반을 둔 정책을 펼칠 것을 예상하였는데, 실제 집권

이후 비용절감, 효율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위원회의 몇몇 사

업에 대해 직접적인 사업단 형태의 운영 대신 위탁 운영할 것을 문

화부 감사를 통해 지적하였다.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단,

추진단 등의 이름을 단 일종의 자체조직을 해체함으로써 불필요하

다고 여기는 내부 조직의 확대 경향을 경계하였다.

다음으로 장르별 특성화 사업은 원래 노무현 정부의 1기 위원회가

활동하던 2007~2008년 시작되었다. 장르별로 현장예술가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장점을 살려 장르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사업을 만들고자 한 동기에서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극은 창작

연출/희곡 활성화 측면에서, 무용은 안무가집중육성, 음악은 창작관

현악축제를 통한 무대 제공, 전통예술은 무대양식화 사업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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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이루어졌다. 문학 장르는 작품의 주요 발표무대가 되는 문예

지 지원이 주를 이루었고, 시각예술도 적극적인 기획 발굴 사업으로

특성화하였다.

이러한 특성화 사업은 2010년 이명박 정부의 2기 위원회에서 창

작기금사업으로 변화한다. 특히 공연예술의 경우, 사후지원 방식(사

전 70%, 사후 30%)이 적극 도입되었고, 사후에 지원하는 금액은 실

연심사를 통해 지급되도록 하였다. 연극과 무용 장르를 대상으로 하

는 인큐베이터 사업은 1기 위원회의 특성화 사업과 유사한데, 연극

은 연출/희곡 대상, 무용은 안무 대상으로 사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6년에 시작된 공연예술창작전문단체집중육성 사업은 이

명박 정부의 지역협력형 사업의 확대와 맞물려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으로 변화하였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은 지역예술계의 열악

한 기반과 작품 레퍼토리의 한계를 고려하여 예술단체가 지역 공연

장에 상주하면서 지역예술기관의 무대와 연습실, 기획·행정인력을

활용하여 작품을 만들고, 지역예술기관은 지역민에게 다양한 예술향

유의 경험을 제공하고, 기관 자체를 활용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으

로 만들어진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동 정책은 문화부의 제안으

로 도입되었다.

그 다음에 문화부의 제안사항입니다. 전문단체집중육성 지

원사업을 지역의 문예회관 상주프로그램과 연계하자는 것

인데요. 문예회관에 상주단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주단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정단체들이 문예회관의 상

주단체로 들어가거나 상주프로그램으로 연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65차 위원회 회의록 (2008.12.19.) 문화협력사업본부장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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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는 위원회의 위원들만이 아닌 일반 직원들

이나 일반인 중 예술애호가 집단이 심의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주

장하였다.84) 예술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예술을 평가하는 것

에 대한 논쟁은 영국에서도 예술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가치를 논

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바 있다(양현미, 2010). 이는 결국 정부의

예술지원에 대한 책임성 기준으로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명

박 정부는 초기부터 수요자 중심의 예술지원정책을 반영하였기 때

문에 이에 대한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예술가나 관련 전문

가가 아닌 일반인, 행정직원 등의 심의과정 참여는 이후 위원회 내

부에서 격렬한 토론과 반발을 초래하였다.85)

84) 원래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2기 위원들 사이에서도 일반인, 혹은 사
무처 직원이 심의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저는 사무처 직원, 일반인 등 심의참여 폭 확대 부분이 제
일 독소종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지금 영국이나 미국에서 일반
인이 심의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예술애
호가를 내세울 수 있을 정도로 한가롭고 여유로운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제62차 위원회 회의록 (2008.10.31.) 위원 발언)”라
는 기록이 있다. 유인촌 장관의 주문이 있었다는 내용이 언급된 2009년
도 제75차 위원회 회의 이후, 사무처 직원을 중심으로 책임심의관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두고 2기 위원들 사이에 맹렬한 반대의견이 다수 제기
되었지만, 결국 유인촌 장관과 문화부에서 요구한 사항은 일부 세부적인
사항만 조정된 채 제도로 도입되었다.

85) 동 사항이 논의된 2기 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이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
을 드러냈다. “전문성이 없는” 관 중심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계
하며,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회의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아래는 동 사
항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반발 내용을 일부만 명시한 것이다.
그리고 1기 위원들이 관여하고 불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우
리는 관여하지 않고 불공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직원들에게 심사를 맡긴다는 쪽
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과연 공정한 방법인가? 가령 문
예진흥원 시절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을 때는 직원들 가운데 상당
히 많은 사람들이 심사에 관여를 했거든요.
(제76차 위원회 회의록 (2009.5.29.) 위원 발언)
저도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행정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잘 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
과가 요약된 문구를 읽고서 분노를 참지 못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심의는 사무처 직원이 담당해라”라는 문구를 어떻게 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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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심의의 공정성 문제 등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두

고 문화부와 7~8월에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것은 이런 겁니

다. 유인촌 장관께서도 실제로 왜 직원들이 심의에 참여하

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면서 위원들은 큰 틀의 정책에만 관

여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장관님의 의지이고

문화부에서도 장관님이 그렇게 애기를 하니까 담당직원들

은 최대한 이를 반영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제62차 위원회 회의록 (2008.10.31.) 위원장 발언)

지원심의 결과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술위원회

직원의 전면적인 심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20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갖춘 직원들을 중심으로 직원심의관제도를 올

해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해 달라는 것이 유인촌 장관의 주

문이었습니다.

(제75차 위원회 회의록 (2009.5. 25) 사무처장 발언)

둘째, 기초예술 개념에 대한 논쟁을 통해 예술의 도구성과 순수성

의 대립을 부각시켰다. 주지하다시피 이명박 정부의 초대 문화부 수

장인 유인촌 장관은 노무현 정부가 예술을 지나치게 도구화한 측면

이 있다고 언급하며, 예술 자체의 순수성을 회복하여야 한다고 하였

다. 즉, 예술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도구화되지 않은 예술을 대상으

로 수월성을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들어선 2기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예술의 순수성에 대한 정책이념의

변화가 위원회 회의에서 등장하였으며, 기초예술이라는 용어 자체가

정권의 성향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바라보는 인식이 강하게 드러

났다.

집어넣습니까? 사무처에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제76차 위원회 회의록 (2009.5.29.) 위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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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기초예술이라는 것이 지난 정권의 이념적인

목표지향성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로 기초예술이라는 개념이 대중예술이나 순수예술과 달리

다른 이데올로기와 연관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제67차 위원회 회의록 (2009.1.9.) 감사 발언)

기초예술이라는 것이 처음에 나온 배경을 알고 있는데 민

족작가회의의 김형수사무총장이 오셔서 순수예술이라고 하

면 소비성향만 지칭하는 예술이다, 그렇다면 기초예술이라

는 말로 바꿔서 문화산업이나 응용산업의 기초를 의미하는

걸로 쓰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나온 용어입니다.

(제67차 위원회 회의록 (2009.1.9.) 정책연구실장 발언)

순수예술이 어떻게 소비예술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아무튼 기초예술이라는 말을 이번 기회에 빼

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술에 기초가 있고 완성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말이라면 이번 기

회에 애매한 것은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67차 위원회 회의록 (2009.1.9.) 위원 발언)

기초예술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예술진흥을 위해 산업화되지 않은

순수예술의 기초를 다질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명명하였는데,86)

동 개념은 노무현 정부 임기 내내 정부 보고서에서 강조되었다. 노

무현 정부의 장관들은 미래 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문화산업과 한류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러한 문화산업의 성장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는 논리로 순수예술의 강

86) 2009년도 67차 위원회 회의록(2009.1.9.)의 정책연구실장의 발언에 따르
면, “제가 알기로는 문화산업이라는 말이 워낙 번창을 하니까 거기에 대
한 기초로서의 순수예술을 볼 때 기초예술을 쓴 걸로 압니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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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주창하였다.87) 즉, 순수예술이 문화산업의 기본 단위인 문화콘

텐츠의 뿌리이자, 토대로서 자리 잡아야 문화산업의 성장이 지속가

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중심으로 한 순수예술지원의 중요

성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유효하였지만, 이전 정부에서 핵심 용어로

사용한 기초예술을 정책적으로 사용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이념적 대

립 양상을 드러냈다(성연주, 2015: 49-50). 게다가 2008년 말 특별감

사를 통해 시작된 당시 유인촌 장관88)과 2대 위원장인 김정헌 위원

장 간의 갈등도 외부에서 보았을 때, 이전 정부와의 정치적 차이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89)

셋째,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한국적 특수성으로서 남북관

계에 관한 부분에서 정치적 차이를 드러낸다. 분석틀에서 언급하지

는 않았지만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특성상 북한과의 관계설정을 어

떻게 인식하는가도 개별 정권의 정치적 성격을 가늠하는 특수한 기

준으로 작용하여 왔다.90) 진보적 성격으로 평가받는 김대중 정부는

87) 이창동 장관은 “기초예술분야는 문화산업이나 경제측면에서도 핵심적
인 뿌리이다.”고 하였으며(연합뉴스, 2004.3.12.), 정동채 장관은 “기초예
술과 문화산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한다. 기초예술은 문화의 뿌
리와 같은 것으로 이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고
언급하였다(오마이뉴스, 2004.8.11.). 이창동 장관과 같은 예술인 출신인
김명곤 장관은 “문화정책에서 문화산업의 비중이 크고 그것이 국가경제
의 동력으로 비중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을 일으키는 원동력
으로서 기초예술, 전통예술 분야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기
초예술과 나아가 전통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88) 유인촌 장관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초대 문화부 장관인 이창동 장관
시절의 위원회 전환을 둘러싼 예술지원정책에 반대하는 연극인 연대인
‘연극인비상대책위원회’에 속해있기도 하였다. 이들은 구체적으로는 민예
총 중심으로 예술기관장이 선임되는 것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
으며, 위원회 전환에 대해서도 정치성향에 따른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
라 우려하였다(경향신문, 2003.9.19.).

89) 문화체육관광부(유인촌 장관)는 2008년 12월 기금의 부적절한 운용을
이유로 김정헌 위원장을 해임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헌 위원장은 문화체
육관광부 장관을 대상으로 해임무효확인청구소송을 하였고, 결국 2010년
12월 원고승소하였다. 그 결과 3대 위원장으로 취임한 오광수 위원장과
동시에 재직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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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나아가 ‘햇볕정책’으로 부르는

대화 중심의 남북관계를 표명한다. 이에 반해 보수적 성격의 정부에

서는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에 속한다.

<그림 12> 창작 영역 국제교류사업 지원결정액 추이

대화를 강조하는 노무현 정부는 남북 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

여 남북 간 교류를 지원하는 정책을 별도로 두었으며, 2006년에는

탈북자를 위한 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에 반

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남북교류지원 사업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 종합운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남북교류지원

사업은 축소 존치하고 대신 재외동포관련 사업을 증가시킬 것을 지

적사항으로 받았다.91) 그 결과, 남북교류지원사업은 2010년 처음 국

90) 한국은 매번 대선과 같은 중요한 시기마다 이른바 ‘북풍’이라는 특수한
남북관계가 당시의 정치상황을 뒤흔들었는데, 그만큼 남북 간 관계 설정
이 한국 정부의 정치적 성격을 설명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91) 2009년 문화부 평가에서 권고 및 지적사항으로 받은 내용이며, 이에
따라 재외동포사업의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행조치를 명시하



- 146 -

제/남북교류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이 통합되었는데,92) 이후 2011년에

는 국제교류지원사업으로 완전히 통합되어 사업명 자체가 사라졌다.

이러한 결과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사업에서 남북교류 관련 사업

이 축소되거나 폐지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한승준, 2010).93)

넷째, 위원회의 지원사업 중 기간단체 지원에 해당하는 예총과 민

예총에 대한 지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였다. 기간단체 지원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양자에서 모두 위원회의 지원대상인가

에 대한 의문을 남기며,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던 사업이다. 다만 이

러한 논쟁 속에서 1기 위원회는 예총과 민예총이 대등한 수준에서

지원이 이루어진 반면, 2기 위원회에서는 논의 끝에 결국 기간단체

지원사업이 축소·폐지되었다.

2기 위원회에서 기간단체 지원사업이 축소 혹은 폐지된 배경에는

우선적으로 기금 불안정성과 예산 축소를 들 수 있다. 하지만 한편

으로는 사업계획서 평가가 중요한 지원심의과정에서 예총이 민예총

에 비해 완성도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지게 되면서 각 장르별 주요

협회 간 연합체인 예총에 대한 지원예산 배정이 어려워지게 된 것

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렇지만 원래는 국가에서 문화단체에 지원하듯이 그냥 액

수를 정해서 지원하는 개념으로 갔던 걸 위원회에서 해 줬

던 개념입니다. 처음에 기관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회원들의

였다.
92) 2010년 남북교류지원사업이 국제/남북교류지원사업으로 통합되었는데,
당시 지원리스트의 명단을 살펴본 결과, 이전에 비해 남북교류사업으로
인한 단체 선정이 줄어든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
가 보수성향 정부로서 진보성향의 노무현 정부에 비해 북한과의 관계를
강경한 입장으로 설정하면서 전반적인 교류가 경색된 것으로 보인다. 이
명박 정부가 이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바,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93) 한승준(2010)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사업을 분석한 논문에서 이와
같은 남북 관련 사업의 축소를 이데올로기적 성향, 특성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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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준 것인데 지금 하려는 계획

은 균형을 맞추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업안을 가지고

사업에 지원하는 형식이 되어 버린 건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리를 여기에서 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사업계획안

이 잘 된 쪽에 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그것에 따른

불균형이 또 따르면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

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제68차 위원회 회의록 (2009.1.30.) 위원 발언)

노무현 정부에서 민예총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예총과 민예총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 노

무현 정부에서는 예총과 민예총이 예술계의 양대 기관이므로 동일

한 지원을 수행한다는 입장이었고, 예총 소속 단체들이 역사도 깊

고, 회원수도 훨씬 많은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정치적 이

유로 민예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기준을 달리 보

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성연주, 2015).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들어

선 2기 위원회에서도 예총과 민예총은 등가로 볼 수 없음에도 동일

수준의 지원을 지원한 것은 지난 정권의 분명한 잘못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것 중에 핵심이 예총과 민예총을 등가

로 놓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

씀하신 것처럼 등가로 볼 수 없는 이유가 회원수도 다르고

역사도 달라서 서로 다르게 지원을 했는데 지난 정권에서

동일하게 만들어 놔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로 들여다보면 예총이라는 단체가 민예총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결속력이 있습니다. 지난 정권 때 잘못된 것을 바

로 잡자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얘기를 하려니까 자꾸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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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겉돌고 있습니다. … 등가적으로 볼 수 없는 기본적인

이유가 민예총이 예총과 달리 미술협회, 무용협회, 연극협

회 등 장르별 협회의 연합회가 아닌 점이고, 그렇다고 이를

개별 장르협회의 성격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 지금 여기

에서 이야기가 겉도는 이유가 괜히 예총을 많이 준 것이

신문에 나면 민예총에서 성명서 내는 게 겁이 나는 겁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가로 줄 수 없는 이유를 분명

하게 적시해 주면 문제의 반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제68차 위원회 회의록 (2009.1.30.) 감사 발언)

이를 비롯한 민예총에 대한 경계는 2기 위원회에서 간헐적으로,

하지만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지원을 받은 예술단체에 대한 성격

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황적으로 설명하였지만, 이전 노무현

정부에서 실제 민예총으로 직접 흘러간 지원 이외에도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일부 예술인들끼리

전유물”, “대략 그런 계열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노무현 정

부와 정치적 성격이 유사한 민예총이 이권을 차지해 갔다는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다.94)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이 만들어 질 때 일부 예술

인들의 전유물이 되어서 지역에 내려 보낼 때 그 사람들끼

리 전부 연락이 되어서 단체도 먼저 만드는 등 전유물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예총 쪽에서 전부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그

94) 정확히 민예총을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된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다음은 일부 지원사업의 심
의과정에 대한 2기 위원회 위원의 의견의 일부이다.
결과적으로 내가 보니까 1기 위원들이 추천을 했던 위원들이 심
사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너무 외골수
로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71차 위원회 회의록 (2009.4.10.) 위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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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사람들이 단체도 만들고 해서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예산이 40억 인데 일부 예술인들끼리 전유

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70차 위원회 회의록 (2009.3.13.) 위원 발언)

내가 알기로는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듣

기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억이 운영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본다면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 간판

은 민예총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지만 내용은

보면 대략 그런 계열의 사람들이 전부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운영비가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이권이라고

보면 이권이라고 봅니다.

(제70차 위원회 회의록 (2009.3.13.) 위원 발언)

2. 정책과정 측면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집중지원과 분산지원은 경제적 효율성 대

사회적 형평성, 경쟁 대 평등의 가치관이 전면에 반영된 부분이다.

정권의 정치적 성격이 보수적인 경우 효율성이 반영된 집중지원을

선호하고, 이와 반대로 진보적인 경우 형평성이 반영된 분산지원을

선호한다. 집중지원은 이른바 엘리트주의와도 연결될 수 있다. 수월

성이 높은 예술이나 장르가 이러한 집중지원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국가의 예술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노무현 정부는 “문화다양성” 개념을 강조하였으며,

그 결과 공평분배의 원칙에 따른 예술지원정책을 펼쳤다고 평가받

으며(문화관광부, 2004; 박광무, 2009a; 정광렬, 2008), 이명박 정부는

예술의 수월성을 기준으로 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질 높은 예술

을 강조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박광무, 2010). 물론 노무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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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도 위원회 설립 이후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해당 사업의 우

수성을 기준으로 두었으며,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하였

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이러한 집중

지원 방식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라도삼,

2008), 상대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이러한 원칙을 본격적으로 도입

했다고 본다(박광무, 2010).

집중지원과 분산지원의 차이는 첫째, 전문 예술가와 예술단체라는

창작자와 그들과 밀접한 관련 있는 지원사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이

결정된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1건당 어느 정도의 지원결정액이 배

분되었는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창

작자1에 대한 지원사업과 창작지원사업(통합사업명 기준), 신진예술

가를 대상으로 한 신진예술가지원사업이 대표적인 분석대상이 된다.

둘째, 집중지원이 필요하고 가능한 지원영역을 대상으로 다년간 지

원하는 방식을 통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펼친다는 측면에

서 다년간 지원사업의 규모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다년간 지

원은 대부분의 사업이 매해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익년도

에는 차등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1) 창작지원사업에 대한 분석

창작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모두 전문 예술가 및 예술단체인 창작자

1이다. 우선 개략적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창작자1에 대한 건당 결

정액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래프와 같다. 상술하였듯이 집중지

원은 예술가/예술단체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원칙으로서, 본 연구의

대상자에 관한 분석틀에 따르면 창작자1이라는 전문예술인 그룹에

해당한다. 창작자1에 대한 지원건수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8년 1,275건에서 2009년 554건, 2010년 532건으로 급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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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창작자1에 대한 건당결정액 추이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건당결정액 추이가 꾸준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전 진흥원 시기와 비교하여

영역에 따라 집중지원과 분산지원을 병행하려는 노력을 하였기 때

문이며(정광렬, 2008), 근본적으로는 전체 지원규모의 상승과 관련이

깊다. 과거 소액다건식 지원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것이

바로 소규모 지원예산이다.95) 노무현 정부에서는 집권 중반부에 들

어서면서 과거에 비해 전체지원규모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

데, 이러한 결과는 소액다건의 경향이 다소 완화된 기간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다면, 전체지원규모 자체의 증가와 관련

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노무현 정부에서도 일부 지원건수의 감소와 지원액의 증가를

95) 한국의 소액다건 지원은 기본적으로 과거 예술지원 예산규모가 워낙
작았던 데에 기인한다. 많지 않은 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
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안이 바로 소액다건이었던 것이다. 소액다건
식 지원은 일회성 지원과 마찬가지로 예술창작의 질적 향상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과거 문화예술진흥원 당시 지원정책의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물론 과거의 소액다건
및 일회성 지원은 예술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고 재원이 많지 않아
예술창작 자체의 어려움이 높던 시기에 예술창작의 양적 팽창에 기여하
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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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러한 소액다건 경향을 해소하겠다고는 하였지만 근본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라도삼, 2008). 노무현

정부 말인 2006~2007년도 무렵에는 소액다건을 중심으로 위원회의

지원방식에 대한 불만을 기사화하는 언론도 상당히 많았다.96) 또한

정책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는 만큼의 정책변화가 미미하였으며, 무

엇보다도 위원회에서 기금지원을 둘러싼 지원 기준에 대해 대상자

가 납득할 만큼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는 지적도 있다(라도삼, 2008).

그렇다면 창작자1에 대한 지원 중 창작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창작지원사업의 집중과 분산지원 경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창작지원사업에

대한 엄밀한 비교를 위해 양 정부의 유사사업을 대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구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결정건수

(건)

평균 44 18

합계 3,306 998

결정액

(천원)

평균 831,309 995,740

합계 62,348,200 53,770,000

전체지원결정액

대비(%)
12.4% 10.1%

창작영역

지원결정액 대비(%)
44.0% 33.4%

건당결정액

(천원)
평균 18,859 24,061

<표 23> 창작지원사업의 주요 변수 비교

96) 세계일보(2006.4.10.)의 “[문화산책]폐쇄적인 문화예술위원회 이상기류”
및 경향신문(2007.4.26.)의 “[커버스토리]연극, 깊어가는 ‘대학로’의 고민”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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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부의 5년 임기를 기준으로 지원결정액의 평균은 이명박 정부

가 다소 높다. 하지만 전체지원결정액 대비 결정액을 살펴보면, 노

무현 정부가 12%, 이명박 정부가 10%로 나왔다. 노무현 정부의 창

작지원사업 비중이 다소 높긴 하지만, 창작영역 지원결정액 대비 비

중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가 창작영역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직접

적인 지원사업의 비중이 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건당 결정액은 다른 방식으로 도출하였는데, 16개 지역에 배분되

는 지역협력 사업은 지원건수가 일괄적으로 16개로 집계되기 때문

에 이러한 특이성을 배제하고 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하여 집행하는

창작지원사업만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는 18,859(천원),

이명박 정부는 24,061(천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집중지원 경향

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결정액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 추이를 비교한 결과, 노

무현 정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분산의 차이는

특수사업으로 높은 건당결정액을 보이는 소수의 특정사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사 사업이 비록 지원결정액 자체가 줄어들

기는 했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존재했던 것을 고려하면, 결국

노무현 정부는 전반적인 사업의 소액다건 경향으로 인해 이러한 몇

몇 사업의 특수성이 크게 부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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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창작지원사업의 건당 결정액 분포도

주지하다시피 전반적인 건당결정액 경향과 두 정부 간 세부사업의

유사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비교한 건당결정액 결과에 따르면, 결과

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에 비해 집중지원의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관문은 작

아졌지만, 분포도 결과에 따르면 사업 자체에 설정된 예산이 사업

특성에 따라 다양한 범주로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으며, 실제 구분된

사업 영역 안에서는 비교적 공평하게 지원금을 나눠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1차로는 예산의 비중을 높일 사업이 선택과 집중되고,

2차로는 모든 사업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원건수

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전문 예술가에 대한 건당 지원결정액의 상승은 크게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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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우선 지원이 결정된 정책대상의 입장

에서는 과거에 비해 더 나은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

일 것이다. 진흥원 시절부터 이어져 온 소액다건 지원은 하나의 작

품을 완성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

었다는 점은 명백한 한계점이었다. 즉, 실질적인 지원이 아니라 형

식적인 지원에 불과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소액다건 지원이 심화

된다면 선의의 피해자(역량이 있으나 충분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

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공공지원의 비중이 민간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집중지원의 의

미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반해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정책대상의 입장에서는 지원심의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 특히 예술은 고유성이라는 특성

을 가지기 때문에 예술의 질적 수준에 대한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하

는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전 정부에 비해 절반 이상이 지원을

못 받게 됨에 따라 탈락한 집단의 입장에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

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선정된 지원대상의 지원금이 예전에 비해

높아졌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훨씬 크게 작용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지원이 주는 금전적 효과 이외에 상징적인 효과로서

일종의 ‘인증서 효과’를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Abbing, 2002:

298-321). 정부가 지원하는 예술가나 예술단체라는 후광이 민간 부

문에게 하나의 인증서(certification)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부지원을 받았다는 경력사항이 민간부문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지

원 살펴본다면, 집중지원이 초래하는 다수의 전문 창작자의 탈락은

단순히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게 된다.

요약하면, 예산분석에서도 드러났듯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의 예술지원은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이명박 정부에서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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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은 예술계 내부에서 분명한 빈익빈부익부를 낳게 된다.

혹은 아래 회의록 발언 중 마지막에 위원이 강조하였듯이 “잘 하는

사람을 육성해서 키우고 부족한 사람은 저절로 퇴락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서울문화재단에서 사전지원을 해서 지원을 받은

극단이나 무용단이 공연을 해서 정말 잘 했다는 사후평가

가 되면 그 해당되는 단체는 이쪽에서 다시 집중지원을 받

을 수 있죠. 이를테면 그게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 사무처장 발언

그러니까 이중지원의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겁니다. - 위원

발언

단체가 그 작품이 아니라도 나중에 단체의 창작기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그 다음

해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 예술진흥실장 발언

그러니까 이번에 잘했으니까 다음에 더 잘 하라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네요. - 위원 발언

그렇죠. 빈익빈부익부가 되는 것이죠. - 사무처장 발언

사후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복수로 기금을 받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네요. - 위원 발언

아니, 집중을 하는 것으로 테마를 잡았으면 이중지원도 가

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잘 하는 사람을 육성해서 키우고 부

족한 사람은 저절로 퇴락하는 것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 위원 발언

(제75차 위원회 회의록 (2009.5.15.) 사무처장, 예술진흥실

장, 위원 간 토론 발언)

이러한 관점은 문화경제학적으로 치열한 논쟁을 초래할 수밖에 없

다. 경제학자이자 실제 예술가인 Abbing(2002: 138)은 예술시장에서

는 이미 공급이 수요를 앞서고 있으며, 예술가 집단의 평균소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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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낮은데 반해 예술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역사적

으로 예술시장규모가 꾸준히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술가수는

그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Menger, 1999; 2006). 일반적

으로 공급이 수요를 앞서게 되면, 다른 시장에서는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한,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데, 예술시장은 다른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또한 예술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승자독식현상 또는

슈퍼스타 현상은 이러한 예술시장의 특수성을 부각시켰으며,97) 다수

의 예술가들은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예술가를 포기하는 것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Abbing, 2002).

이를 예술시장 고유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나아가 정부지원

이 복지의 차원에서 투입되는 것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악화 혹

은 고착화 시킨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정부지원을 축소 조정

함으로써 시장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조절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bbing, 2002). 하지만 유럽 등 서구 선진국에서 정부지원은 상당

부분 예술가라는 국민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데(Zimmer and Topler, 1996),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지원이 단순히

예술시장의 우수성을 유지하는 후원의 한 수단으로만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한국의 경우에도 역시 예술가에 대한 복지는 예술지원 근거의 한

축을 담당한다. 평등, 복지와 같은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 노무현 정

부뿐만 아니라, 예술지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 이명박 정부

에서도 예술가 복지는 중요한 정책 이슈였다.98) 물론 노무현 정부와

97) 승자독식, 혹은 슈퍼스타 현상은 특히 예술시장에서 독보적으로 나타
나는 현상이다(Frey, 2003; Abbing, 2002). 이러한 현상은 예술가가 되는
것에 대한 환상을 증폭시키며, 많은 이들이 슈퍼스타가 되길 꿈꾼다. 예
술가들은 대부분 자신의 예술적 수준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
각하지 않는다. 아직 세상이 자신의 예술적 수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
문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이러한 예술적 자존감이 그동안 예술수준을
향상시키는 심리적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98) 예술가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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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모두 예술지원의 가장 큰 목표는 우수한 예술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은 기본적인 사실이다. 우수 예술에 대한 지원으로 지

원의 목표를 좁힌다면, 상술한 위원 간 토론 내용처럼 선택과 집중

은 중요하고, 더 나은 예술적 성취를 위한 부익부빈익빈과 능력이

부족한 예술가의 자연스러운 시장퇴출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평

등과 복지의 관점도 지원의 주요 목표로 끌고 온다면 한정된 예산

을 부익부빈익빈을 만들어내는 정책에 투입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

가 있는 결정이 된다. 또한 우수 예술을 선택하는 기준도 결국 당시

예술계의 가치선택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을 초래하기 쉽다

.99)100) 결국 예술지원의 방향은 가치의 문제로서 무엇을 선택하든,

노무현 정부 때만 하여도 진보 정부이지만, 복지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
였고, 시기상조라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예술가 복지
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건(trigger)이 발
생하였는데, 바로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2011년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그것이다. 동 사건은 예술인 복지를 둘러싸고 사회적 공
감대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우수한 예술적 능력을 지닌 젊은
작가의 죽음이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특히 기존에는 과연 예술가도 노동자인가
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최고은씨 사건은 이
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여전히 예술가에 대한
복지는 복지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지만,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최고은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예술인 복지법>이
2011년 제정되었으며,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인 정병국 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
기도 하였다. 아울러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예술인 복지를 예술정책의
공약으로 내세운 바, 진보적 가치를 주창하는 정부로서 예술인 복지에
대해 진일보적인 정책결과를 이끌어 낼지 추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99) 상술한 회의록 내용은 사후지원의 경우를 언급하고 있는데, 사후지원
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원단체나 예술가의 모든 예술 활동에
대해 다수가 납득가능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결국 이런 경우
위원회와 사무처의 주요 역할이 모든 예술 활동에 대한 평가업무가 되
는 것이다. 선택과 집중, 사후지원 등과 같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예술지원정책은 대다수 평가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러한 평가
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가치지향적이기 때문에 논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의 1기 위원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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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든 예산분배의 비중을 둘러싸고 곤혹스

러울 수밖에 없다.

한편, 위원회의 창작지원 사업은 2009년부터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된다.101) 위원회가 2009년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작품활동에 대한

이 확정된 2008년 초 평가 기반의 지원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사후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포상의 개념입니다. 그
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후지원이라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무처가 모든 예술행위에 대한 수준 평가만 해야 되는 기
구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마 전체를 소화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봐서는 얘기가 안되는 상황이기 때
문에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싸우면 너무나 치사한 일이 되고, 그
래서 점잖게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것이고, 문화부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50차 위원회 회의록 (2008.1.25.) 위원 발언)

100) 우수한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립은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갈
등상황이다. 당시 예술계를 구성하는 예술계 엘리트 집단, 정부 혹은 기
업에서 후원을 담당하는 행정, 기획가들, 관료 등 재원배분 권한을 지닌
집단의 예술적 취향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문화권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매 정권마다 대립이 발생
하였다. 서구에서도 당시 예술계 권력을 지닌 집단이 어떠한 장르를 선
호하는지에 따라 장르별 예산 비중이 달라졌다는 의견도 있다(Abbing,
2002).

101) 아래의 그래프는 지역협력형 사업의 지원결정액의 10년 간 추이를 정
리한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2009년에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이후 꾸준히 추이를 유지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 창작지원 관련 지역협력형 사업의 지원결정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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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일부 지역협력형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지역협력형 사업

의 전환은 첫째, 열악한 지역 예술계를 고려한 지원 확대, 둘째, 위

원회의 지원예산 출처인 기금 감소의 문제로 인해 이루어졌다. 특히

결정적인 전환 계기는 2004년 기금모집이 중단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기금의 재정적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지역협력형 사업에 대해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기금 원금

이 300~400억 씩 잠식되는 과정에서 언제까지 규모의 확장

만을 추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돌파구가 없을까라고

했을 때 지역과 매칭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해서 사업을 추

진했을 경우에 서로 윈윈할 수 있겠다, …(중략)… 또 하나

는 위원회 기금사업의 기능적인 측면입니다. 너무 중앙에

집중적인 사업만을 운영하다 보니까 말이 한국문화예술위

원회이지 지역의 예술 생태계와는 거의 단절되어 있었습니

다.

(제60차 위원회 회의록 (2008.10.2.) 사무처장 발언)

따라서 지역협력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이 원인변수가 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시기부터 예산절

감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동 사업의 확대를 촉진시킨 측면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원회 시기에 전 부처, 전 산하기관을 상대로

기존에 확정된 예산의 10%를 무조건 절감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했

다. 위원회의 경우, 법적으로 민간기구라는 점에서 실제 위원회 내

부에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새로 들어

서는 정부의 방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

역매칭이 가능한 사업의 예산을 우선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조

정하였는데, 이는 지역매칭으로 줄어든 재원을 보충할 수 있으리라

는 예측 하에 결정된 사항이었다.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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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지역협력형 사업의 상당 부분이 지역 예술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도 기여한 바를 고려하여, 창작지원 관련 지역협력

형 사업의 주요 변수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이명박 정부의 지원결

정액이 노무현 정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시·도에 배분된 지원액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건당결정액도

상승하였다.

구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결정건수

(건)

평균 11 12

합계 144 257

결정액

(천원)

평균 3,182,189 3,975,602

합계 41,368,451 87,463,250

전체지원결정액

대비(%)
8.3% 16.5%

건당결정액

(천원)
평균 287,281 340,324

<표 24> 창작지원 관련 지역협력형 사업의 주요 변수 비교

예술가 및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부문(예술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

중 지역으로 전환된 예산)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 예

산부터는 소액배분 사업이 아니라 집중기획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

으로 위원회와 시·도 간 합의가 이루어져,103) 지역협력형 사업에서

102) 이와 같은 지역협력형 사업의 확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54차~58차로 이어지는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3)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술가나 예술단체에게
직접 지원되던 사업의 예산 일부가 다음과 같이 지역협력형으로 전환되
었다.
예술창작표현활동 지원은 소액배분 사업이 아니라 시도 집중기획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 지역에서 1억, 우리가 1억으로 해
서 2억을 가지고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위한 현안 중심의 집중사업을 개발해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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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집중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형태로 지역

예술진흥에 기여할 것인지는 각 시·도에서 필요에 맞춰 진행하게 하

였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이 기존의 방식처럼 예술가나 예술단체의

작품 활동에 직접적으로 지원되었는지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2) 신진예술가지원사업에 대한 분석

신진예술가지원사업은 아직 예술계에 완연하게 정착하지 못한 젊

은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다. 노무현 정부가 포함되는 2008년까지는

단년도 지원이면서 하나의 프로젝트나 작품이 대상으로 지원하였으

나,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부터는 다년도 지원(2년)으로서, 프로

젝트가 아닌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지원으로 사업구조가 전면 개편

되었다.104) 이후 2013년부터는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한 것으로 바

뀌었다. 신진예술가지원사업은 위원회에서 창작 관련 사업의 일부를

지역으로 전환하는 등 변화를 겪은 데 비해 위원회의 고유 업무로

서 인식하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래서 이것은 시도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고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상사업을 지역 거주 작가나
예술가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사업, 문화예술공간의 운영 활성
화를 위한 사업, 문화예술단체의 전문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
업, 환경과 연계된 공공프로젝트 중에서 시도에서 의견을 들어 집
중사업을 하나 정도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다년간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5차 위원회 회의록(2008.12.19.)의 문화협력사
업본부장 발언)

104) 2009년부터 도입한 신진예술가지원사업의 브랜드 이름은 ARKO Art
Frontier(약자 AYAF)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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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결정건수

(건)

평균 21 11

합계 698 386

결정액

(천원)

평균 152,276 149,547

합계 5,025,120 5,383,700

전체지원결정액

대비(%)
1.0% 1.0%

창작영역

지원결정액 대비(%)
3.5% 3.4%

건당결정액

(천원)
평균 7,199 13,947

<표 25> 신진예술가지원사업의 주요 변수 비교

위의 표는 신진예술가지원사업에 관한 주요 변수를 비교한 것이

다. 지원결정액을 보면 평균, 합계, 전체지원결정액 대비 비중, 창작

영역 지원결정액 대비 비중 모두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유

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명백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결정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점과 그에 따라 1명의 신진예술가가 받

는 지원금이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집중

지원 원칙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신진예술가지원사업의 건당 결정액 추이를 추산한 아래의 그래프

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집중지원이 적용된 첫 해인 2009년 약 2

배 가량 증가한 뒤로 그 추이를 유지하다가 2013년에 다시 한 번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2013년은 최대 3년간의 지원이

가능한 형태로 집중지원 경향이 더욱 높아진 첫 해이다. 동일한 예

산을 유지하면서 그 배분방식이 극명하게 변화한 신진예술가지원사

업은 향후 동 사업의 성과와 그 측정방식의 발전을 통해서 엄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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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신진예술가지원사업의 건당 지원결정액 추이

정리하자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제한된 예산 하에서 최대한 많은

신진예술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서 매해 건당 지원

결정액이 다소 하락하는 추이를 나타냈다. 결국 다른 사업과 비교하

여 신진예술가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소액다건의 경향을 따른 것

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는 예산이 늘어난 만큼 지원건수가 2004

년(57건)에 비해 2008년(195건)에는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후 이명

박 정부에서 절반 가까이 다시 줄였으며(2010년 기준 97건), 그에

따라 건당 결정액이 상승하게 되었다.

신진예술가 사업은 사업의 본질적 속성 자체가 경력에 따른 차별

을 두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기성예술

가와 신진예술가 사이의 지원금 배분이 지원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이다(양현미, 2010). 기성

예술가들이 예술계나 예술시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라고 볼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경험이나

성과가 부족한 신진예술가들에게 지원금이 많이 가게 된다면, 이 역

시 또 다른 의미의 불공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신진예술가들의

입장에서는 기성예술가들 역시 예술계 진입의 비공식적 장벽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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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면서 또한 기성예술가들이 기존의 경력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재원획득이 유리하다는 점을 언급한다(Abbing, 2002). 정부가 공적

의도로 새로운 예술이 예술계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진예술가의 미래 역량을 현재에 평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

로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노무현 정부의 경우처럼 최대한

많은 수의 예술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소액다건 경향이 최선의 선

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러한 소액의 지원이 현

실적으로 충분한 창작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라는 의견도 타당성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유인촌 장관이 여러 언

론 인터뷰에서 강조하였듯이 역량 있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창

작자를 발굴하여 그 역량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논리도 예술계에

서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한편, 신진예술가지원사업은 장르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가? 신진예술가지원사업의 심의기준에 따르면 예술가 본인의 미래

역량과 함께 하고자 하는 작품활동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심사과정

에 증명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포트폴리오 작업을 통해

이러한 증명 과정을 수시로 거치는 시각예술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아래의 표는 신진예술가지원사업을 장르별에 따라 분

류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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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정부구분
지원건수

(건)

지원결정액

(천원)

건당결정액

(천원)

문학
노무현 71 582,000 8,197

이명박 72 790,900 10,985

시각예술
노무현 300 1,665,000 5,550

이명박 71 956,625 13,474

연극
노무현 62 651,500 10,508

이명박 49 702,625 14,339

무용
노무현 88 861,000 9,784

이명박 50 754,050 15,081

음악
노무현 80 464,620 5,808

이명박 54 827,800 15,330

전통예술
노무현 67 551,000 8,224

이명박 61 898,075 14,723

다원예술
노무현 30 250,000 8,333

이명박 29 453,625 15,642

* 다원예술은 문화일반과 합친 결과임

<표 26> 장르별 신진예술가지원사업의 주요 변수 비교

문학, 전통예술, 다원예술은 지원건수가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건

당결정액은 모두 상승하였다. 이에 반해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은 지원건수가 감소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비해 장르

별로 배분된 지원결정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지원결정액의 배분은 장르별 분배 원칙과 해당 사업을 신청한 선청

건수를 동 사업에 대한 수요로 판단하여 함께 고려한다. 즉, 신청건

수가 월등히 많은 시각예술의 경우,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배분받게 된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에서 시각예술은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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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가장 많은 대상자가 선정되었고, 그 결과 시각예술의 신진예술

가는 가장 적은 지원금을 받았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는 비교적

장르별 분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지원건수를 조정함으로서 신

진예술가 한 명이 받는 지원금의 액수를 큰 폭으로 높였다. 물로 이

명박 정부도 해당 사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시각예술에 가장 높은

예산을 배분하였지만, 노무현 정부에 비하면 이는 적은 수치이다.

결국 장르별 배분 결과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수요를 적극 반영

한 상태에서 장르별 균등한 예산배분을 하는 대신 소액다건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는 장르별로는 고른 예산

배분을 하였으나, 지원대상자의 선택에 있어서는 집중지원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다년간 지원에 대한 분석

다음으로 아래의 그래프는 창작 영역의 다년도 사업의 비중 추이

를 결정건수와 결정액 모두 집계한 결과이다. 이명박 정부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위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다년도 지원을 확충하

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공언과는 별도로 예술

계 내부에서도 가치 있는 작품이나 예술가 및 예술단체에 대한 지

속적인 지원을 통해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다년도

지원에 대한 논의가 오랜 기간 상존해 오기도 하였다.105)

105)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위원회 사업 중 기금사업실적보고서에서 다년
도 사업으로 명시된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연도 창작 영역 증 다년도 지원사업 내역 (통합사업 단위)
2004 원로문예인복지지원(2004~2013년)
2005 -
2006 공연예술창작전문단체집중육성
2007 공연예술창작전문단체집중육성, 공연예술프로그램특성화사업

2008
공연예술전문단체집중육성, 공연예술프로그램특성화사업, 무대공연작품제
작지원, 해외레지던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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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창작 영역의 다년도 사업 비중 추이: 결정건수·결정액

결과적으로 다년도 사업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결정액 기준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는 평균 약 10%에

조금 못 미친데 반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약 20~30%대로 올라갔다.

특히 2009년부터 결정건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

다. 다만 이명박 정부 후기부터는 다년도 지원에 대한 불협화음이나

이 중 원로문예인복지지원사업은 엄밀히 말해 단년도 계속사업이나, 동
일한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다년도 지원으
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동 사업은 원로문예인에 대한 연금형태의 복지사
업으로서 성과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이 다른 사업과 다른 점이다. 하지만
매해 거의 비슷한 금액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전체 그래프 추이에는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동 사업은 1990년부터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나, 일몰제 제도로 선정되어 2005년부터는 신
규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2009
공연예술전문단체집중육성,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해외레지던스지원, 아
르코영아트프론티어지원

201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해외레지던스지원, 영아트프론티어지원, 문학창
작기금지원

2011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영아트프론티어지원, 문학창작기금지원
201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영아트프론티어지원, 문학창작지원(2011년선정)

2013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해외창작거점운영지원(일부사업), 차세대예술인
력육성



- 169 -

성과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그 경향이 다소 주춤하는 모

양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문학창작기금은 2009년 선정 당시 2년이

라는 다년도 지원으로 진행하였으나, 2012년부터 다시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였다. 다년도 지원 당시 연간 창작활동 성과보고서

를 통해 평가한 뒤, 2년차 지원여부를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이

현실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데다가 정책적 환류효과가 미흡하기 때

문인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2년 혹은 3년 약정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지원사업,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의 경우, 위원회 회의에서 문제가 지적되어도 약정 형태

로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쓰는 경

우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는 다년간 지원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

으며, 역으로 위원회 내부의 판단에서 최소 2~3년 간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창작자 측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하

지만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매년 논란이 있는 것을 감안하다면,

이는 다년도 지원의 가장 큰 한계가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과 방식에서는 평가를 하는 방식에서도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

은 새롭게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한 과

정이 아니고 2009년, 2010년도 2년 간 지원약정을 체결하

고 그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

획 대비 집행에 대한 실적을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했던 겁

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한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지원컨설팅부장 발언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도 갔기 때문에 올해도 가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위원 발언

예. 평가에 따른 증감은 있겠지만 취소는 못 시킵니다. -

예술진흥실장 발언

(제87차 위원회 회의록 (2010.1.28.) 지원컨설팅부장,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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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실장, 위원 간 다년도 지원 및 평가방식에 관한 토론

발언)

향후 예술계에 대한 지원에 있어 다년도 지원이 어떠한 형태로 변

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문제와 맞물려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위원회가 진행한 성과평가는 첫째, 전체 대상을 균일

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둘째, 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안에 작품

을 완성하기 위해 무리한 일정이 강요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부정

적인 인식이 존재해 왔다. 결국 성과평가에 대한 예술계의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다년도 지원에 대한 고민은 지속될 것이

명백하다.

3. 정책결과의 분배 측면

1) 예술계에 대한 분석

예술지원이 예술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간접적으로 이루

어지는지에 따라 실제 예술계 내부에서 ‘누가’ 지원을 받는지 차이

가 나타난다. 정책수단을 연구한 Peters(2003)에 따르면, 간접적 지

원은 자유를 강조하는 정부에서, 직접적 지원은 형평성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선호하는 방식이다. 상술하였듯 대립되는 정치적 성격을

논의하는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유를 강조하는 정부는 보수정부

를, 형평성을 강조하는 정부는 진보정부를 의미한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직접지원을 선호하고, 이명박 정부는 간접지원을 선호할 것

이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한편, 정책학에서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는 정책과정 중 집행단계에서 연구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누구’

에게 지원금이 전달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정책결과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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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논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간접지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우선 정책대상

의 측면에서 중개 영역의 중개자1, 2, 3과 함께 창작자1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기획자, 기술인력 등의 창작자3이 포함된다. 이는 광의의

간접지원이라 할 수 있다. 중개자1은 본 연구의 기준에 따르면, 예

술계의 기간단체 지원, 예술행정영역, 예술비평, 예술자료 및 연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정책대상자를 의미한다. 즉, 중개자1은 예술

계의 영역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인적 인프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체로 이러한 중개자1에 대한 지원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대상의 범주를 좁히면 중개

자2, 중개자3을 비롯하여 창작자3이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협의의

간접지원으로 ‘간접지원(조정)’이라 명시한다.

다음으로 대규모 문화예술기반시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해서는 진

보나 보수와 같은 정치적 성격과 관련 없이 모든 정부에서 주요 관

심사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앙예술기관지원이나 대규모 기반시설

건립사업은 간접지원에 대한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 또한 중앙예

술기관지원의 경우, 계속사업으로서 예산의 큰 변동이 없는 일종의

고정지출 사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간접지원에 속하는

중개자2에 대해서 중앙예술기관지원과 대학로복합문화공간설립 건

은 제외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예술계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두 가지 내용으로 진행한다. 첫째,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의 경향을 살펴본다. 예술지원정책에서 직접지

원 방식은 예술가와 예술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의 분석틀에 따른다면, 정책대상의 측면에서는 창작자

1에 해당하며 사업의 측면에서는 창작지원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간접지원 방식은 예술가와 예술단체에 영향을 주

되, 다른 무언가를 통해 우회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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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간접지원(조정)을 비교하고, 나아가 여러 대상이 혼재된 간접

지원은 세부정책대상인 중개자1, 중개자2, 중개자3, 창작자3에 대한

지원결과를 추가로 비교할 것이다.

둘째, 창작자에 대한 직접지원이 아닌 간접지원 방식의 하나인 예

술공간지원사업의 확대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구분하는

중요한 지원사업 중 하나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예술공간지원사업을

강조한 배경은 창작자에 대한 직접지원이 자생력을 도모하는데 그

다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보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작자에게 작품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함으

로써 역량 있는 창작자가 공백 없이 활동하는 것을 기대하였다. 따

라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예술공간지원사업이 어떻게 변

화하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우선 아래의 그래프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도별 직접지원

과 협의의 간접지원(조정)의 지원결정액 추이다. 우선 직접지원의

추이를 보면 200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지

원결정액은 2012년과 2013년에는 다시 상승하여 이명박 정부가 결

정한 마지막 해인 2013년에는 다시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08년 수준에 근접하였다. 위의 그래프에 비해 협의의 간접지원으

로 살펴본 아래의 그래프로 비교하면, 두 정부 모두 임기 말 직접지

원과 간접지원의 간격이 상당히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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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조정)의 지원결정액 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말에 노무현 정부와 유사

하게 간접지원에 비해 직접지원에 대한 지원결정액이 높아짐으로써

결과적으로 간접지원을 강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남겼다.

상술하였듯이 두 정부 모두 임기 말 직접지원이 강화되는 공통된

경향을 보였다고도 평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극히 다음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었을 수도 있다.

정치적 경기주기가설(Political Business Cycle)에 따르면, 현직에

있는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를 위해 정책수단을 조정하거나 거시경

제 변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 결과 선

거주기에 따라 거시경제에 일정한 주기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Brender and Drazen, 2005; Efthyvoulou, 2012). 과연 예술계에서도

정부의 예술지원 방식에 따라 정치적 주기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는 향후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정권 말에 정치적 지지를 표명할 수 있는 예술계 그 자체에

직접적인 지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유의할 만하다. 또한 구체적인 지

원단체의 세부내역의 결과에 따라 각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 유사한

단체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였다면, 이는 화이트리스트(white list)에

대한 의심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정책대상의 측면에서 간접지원 추이를 살펴보면,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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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변경된 예술지원원칙을 천명한 2009년 직후인 2010년을 제

외하고는 공간을 중심으로 한 간접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한 외침이

공허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히려 아래 간접지원의 세부 정책대상

별 결정액 추이를 통해 살펴본 결과, 공간이 아닌 축제 형식의 행사

(중개자3)를 중심으로 한 간접지원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중개자3도 2010년 이래 하락하여 중개자2보다 결정액이 낮아

지긴 했지만,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서 본다면 중개자3의 상승이 훨

씬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19> 간접지원의 세부 정책대상별 결정액 추이

다음의 그림은 중개자2와 중개자3에 대한 지원내역을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기 위해, 중개자2의 성격을 대표하는 사업인 예술공간지원

사업과 중개자3의 성격을 대표하는 사업인 예술행사지원사업의 지

원결정액 추이를 직접지원인 창작지원사업과 함께 비교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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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직접/간접지원 관련 주요 사업의 지원결정액 추이

직접지원이라 할 수 있는 창작지원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예술지원

정책이 반영되는 2009년부터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노무현 정부에 비해 지원결정액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예술공간

지원사업의 경우, 2010년에 큰 폭으로 확대되었지만 이명박 정부 말

까지 그 추이를 유지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예술행사지원사업이 이

전 정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는 2010년부터 국고에서 지원되던 다양한 예술행사에 대한 지원이

기금지원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예술행사지원사업의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중개자3의

지원결정액 자체가 늘어난 것은 이러한 국고에서 기금지원으로 바

뀐 일부 지원사업의 영향이 가장 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술행사지원사업의 전체 지원결정액 대비 비중은 노무현 정부 평균

그리고 이명박 정부 초기의 2~3%대에 비해 이명박 정부 말기에는

약 5%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위원회의 전반적인 예산구조가 많지

않은 예산으로 인해 상당히 경직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술행사지원에

대한 비중이 거의 2배 정도 확대된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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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어떠한 행사에 지원된 것인지 면밀히 분석해 볼 수 있다면 더

명확해지겠지만, 일부 간접지원의 양상이 공간보다 행사 중심으로

흘러간 것은 아닌가 하는 추론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이명박 정부

에서는 임기 내내 예술공간 중심의 간접지원을 강조하고 홍보하였

지만,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미흡한 것이다.

물론 공간 중심의 간접지원이 2010년 이후 공언한 것보다 지속적

인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는 공간지원정책에서도 실질적인

한계가 일부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2년의 지원약정과 함께 중간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원이 이루어지는 중간에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애초 원하는 방향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도 하였다. 이로 인해 위원회 내부에서도 공간 지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간접지원 경향을 이해하는데,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돈을 들여서 기획을 하는 극장은, 예를 들어서 7,000만 원

을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고 어렵게 살림을 하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의미 있는 작품을 하는 데는 삭감이 되든지,

아니면 더 못한다고 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무슨 기

준으로 간접지원을 하느냐고 할 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

다. … ***에서 하는 극장은 과거에도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공연예술지원도 많이 받았는데 거기는 회사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7,000만 원 지원을 주는 겁니

다. 그러면 진짜 어려운 소극장을 지원한다는 의미는 퇴색

해 버리는 겁니다. 지표 설정이나 평가 과정에서 우리가 연

극의 간접지원 정신을 어떻게 반영해서 현장에서 어렵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나온 결과를 보니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

다.

(제87차 위원회 회의록 (2010.1.28.) 위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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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위원회의 대표적인 간접지원 사업인 예술공간지원사업

을 따로 살펴보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이명박

정부에서 강조한 만큼 노무현 정부에 비해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났

는가? 다음의 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예술공간지원사업

에 대한 예산배분 결과를 구체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구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결정건수

(건)

평균 8 10

합계 331 623

결정액

(천원)

평균 295,735 492,090

합계 12,716,615 30,509,580

전체지원결정액

대비(%)
2.5% 5.7%

간접지원(조정)

지원결정액 대비(%)
12.4% 29.6%

중개자2

지원결정액 대비(%)
18.5% 53.5%

건당결정액

(천원)
평균 38,419 48,972

<표 27> 예술공간지원사업의 주요 변수 비교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에서 전반적인 결정액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으며, 전체지원결정액 대비 비중도 2.5%에서 5.7%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정책대상의 측면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중개

자2에 배분된 지원결정액의 53.5%를 예술공간지원사업에 할당하였

다. 수치적으로 노무현 정부에 비해 월등히 많은 예산이 배분된 것

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개자2 지원결정액 대비 비중이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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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증가한 것은 예술공간에 대한 지원이 새로 시작된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원인으로는 지역예술기관지원사업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에 비해 지방문예회관, 사립박

물관·미술관, 지역문예기반시설 등 지역예술기관에 대한 지원결정액

및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예전 진흥원 시절 이루어지던 지역 단위 예술

공간에 대한 지원을 관행적으로 유지한 경향이 있다. 지역예술기관

에 대한 지원은 대체로 해당 기관이 시행하는 특별프로그램의 운영

비로 사용되는데, 이를 통해 지역기관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제 예술창작과 직접

적으로 연결되는 예술공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으

며, 지역에 대한 지원은 지역문예진흥지원사업 방식을 활용한 지역

협력형 사업으로 변화시켰다. 즉, 기존의 지역예술기관지원사업은

‘지역’을 강조하여 지역기관의 유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예산

배분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예산배분을 지양하고 예

술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중점을 두는 예산배분으로 실질적 전

환을 시도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장르별로 예술공간지원사업을 살펴보면, 문학, 시각예술, 연극이

예술공간지원사업의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장르라고 볼 수 있다. 특

히 문학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모두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극은 기존에 대학로를 중심으로 다른 장르

에 비해 많은 공연장이 존재한데다, 2000년대 높은 인기를 구가하기

시작한 뮤지컬 장르 역시 연극에 속해서 이루어졌다는 측면을 고려

하면 큰 폭의 지원건수 및 지원결정액 상승은 타당해 보인다.

시각예술은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에서 큰 폭으로 늘어

났다. 시각예술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면서 장르

의 특성상 전반적인 지원체계 자체가 개인 예술가에 대한 창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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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전시공간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예산

배분 경향을 살펴보면, 시각예술은 직접지원의 대표 사업인 창작지

원사업의 비중이 크게 줄었으며, 대신 전시가 이루어지는 공간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났다. 즉, 이러한 정책전환이 예산에 여실

히 드러난 것이다.

장르 정부구분
지원건수

(건)

지원결정액

(천원)

건당결정액

(천원)

문학
노무현 176 4,407,820 25,044

이명박 214 7,165,000 33,481

시각예술
노무현 56 3,353,795 59,889

이명박 157 6,302,030 40,140

연극
노무현 21 1,940,000 92,381

이명박 68 5,398,000 79,382

무용
노무현 32 540,000 16,875

이명박 31 1,001,000 32,290

음악
노무현 15 250,000 16,667

이명박 23 1,734,800 75,426

전통예술
노무현 19 290,000 15,263

이명박 45 2,569,000 57,089

다원예술106)
노무현 2 400,000 200,000

이명박 25 1.083,000 43,320

문화일반107)
노무현 8 1,395,000 174,375

이명박 46 4,052,750 88,103

<표 28> 장르별 예술공간지원사업의 주요 변수 비교

106) 다원예술 장르의 예술공간지원사업이 ‘다원예술매개공간’이라는 기초
사업으로 분류되어 시작된 첫 시기는 2007년이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2008년은 다원예술매개공간에 대한 지원을 위탁사업으로 진행하였
기 때문에 위원회 사업보고서 상에는 결정건수가 1로 기록되어 있다. 따
라서 다원예술에 대한 예술공간지원사업의 건당결정액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단순히 표에 나타난 수치로 비교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2013년은 위원회에서 기획공모의 형태로 직접 선정, 발굴하
여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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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공간지원사업에서 별도로 지원했던 장르는 노무현 정부 초기

만 해도 무용이었다. 소극장이 다수 생겨나던 연극이나 국고에서도

상당한 지원이 이루어지던 전통예술에 비해 연습실과 무대가 극히

적었던 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규모로 무용 공간에 대한 지원

이 이루어졌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예술공간지원사업이 확대되면

서 무용 공간에 대한 지원결정액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다

만 결정건수의 측면에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별다른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애초에 무용만을 다루는 전용공간이 그만큼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장르에 비해 무용의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 장르에 대한 분석

장르에 대한 분석은 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구분해 온 장르에 대한

예산분배 내용을 살펴본다. 먼저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108) 등 전반적인 장르별 예산분배를 살

107) 문화일반 장르의 예술공간지원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전용상영
관지원, 레지던스프로그램운영지원, 문예아카데미운영활성화지원으로 구
성되어있으며, 이명박 정부는 레지던스프로그램운영지원만 해당된다. 이
중 노무현 정부의 전용상영관지원(2004년 기금 모금 폐지로 인해 2004
년을 마지막으로 사업종료됨), 문예아카데미운영활성화지원은 기간문예
단체로 지원된 예산으로서, 결정건수가 1건으로 기록된다. 따라서 문화
일반에 대한 건당결정액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단순히 표에
나타난 수치로 비교할 수 없다. 다만,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사업으로
건당결정액을 한정하여 추산할 경우, 노무현 정부(6건, 410,000(천원))는
68,333원, 이명박 정부(46건, 4,052,750(천원))는 88,103원이다.

108) ‘문화일반’이라는 장르는 위원회 내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즉, ‘문화일반’은 일반적인 장르 구분에 속하지 않는 분야를 대상으로 하
고 있으며, 광의의 범주로는 무대기술 등과 같은 영역까지 포함한다.
장르별로 속하지 않는 그런 분야를 문화일반으로 했는데 문화일
반을 특정한 장르로 설명하기보다는 다른 장르에 속하지 않는 부
분들, 예를 들어 무대기술 등도 공연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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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다. 다음으로 창작 영역에 대한 접근성109) 측면을 반영하기 위

해 다원예술로 분류되는 비주류 장르에 대한 예산분배 내용을 추출

한다. 특히 비주류 장르에 대한 예산분배는 주지하다시피 진보적 가

치를 지향하는 관점이다. 그동안 정부의 예술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살펴봄으로써

각 정부의 창작영역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향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아래의 그래프는 창작 영역에서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등 장르별 지원결정

액 비중 추이를 보여준다. 전 장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추

출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외하였으며, 아래의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공연예술은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장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으로서 세부 장르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한 것이다.

창작 영역에 대한 접근성, 즉 문화다양성을 판별하기 위해 창작 영

역만으로 한정하여 장르별 지원결정액을 집계하였다.

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기 위한 영역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제63차 위원회 회의록 (2008.12.5.) 예술지원컨설팅센터장 발언)

109) 최근 예술지원의 가치로 부각되고 있는 ‘접근성(accessibility)’은 창작
영역과 향유 영역 모두와 관련 있는 개념이다. 이 중 창작 영역에 대한
접근성은 창작 분야에서 소수(minority)로 평가받는 새로운 예술장르나,
전통적 의미의 순수예술 장르에 포함되지 못했던 다양한 예술 영역을
포괄한다.



- 182 -

<그림 21> 장르별 지원결정액 비중 추이: 창작 영역

비공연예술 장르 중 문학이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으며, 시각예술도 중개 영역으로의 지원 비중이 늘어나

면서 창작 영역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외에 눈에 띄는

점은 2009년부터 공연예술 장르에 대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공연예술 분야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연예

술전문단체집중육성(2010년부터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으로 통

합)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각 공연

장 별로 지원금의 50%이상은 상주단체가 협력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사용하며, 지원금의 30% 이내에서 상주단체의 운영경비로 사용

할 수 있다. 나머지 20% 이내의 지원금은 공연장이 사용하는데, 상

주단체와의 협력여건 운영 경비로 사용가능하다.

그렇다면 과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공연예술에 대한 선

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자. 아래의 그

래프는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을 포함하는 공연예술과 문학, 시

각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을 포함하는 비공연예술 간 창작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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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액 비중을 추산한 것이다. 공연예술과 비공연예술은 완성된

예술작품이 수요자에게 공개되는 방식이 다르다. 공연예술의 경우에

는 반드시 무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른 예술장르에 비해 상대

적으로 물리적 인프라의 중요성이 높고, 이러한 중요도가 반영되어

중개 영역에서는 공연예술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110) 따라서 이하에

서는 중개 영역이 아닌 창작 영역을 대상으로 공연예술과 비공연예

술을 비교함으로써 장르 특성에 따른 예산배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2> 공연예술 대 비공연예술 간 지원결정액 비중 추이:

창작 영역

비교적 대등하게 지원결정액이 분산된 2004년과 달리, 위원회 전

환 이후 공연예술의 비중이 65%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

부에 들어서부터는 5년 내내 70%를 넘어선 수치를 꾸준히 유지하는

110) 중개 영역을 대상으로 장르별 지원결정액(전 장르를 대상으로 한 사
업 제외) 비중을 살펴보면, 공연예술의 경우 41.5%(2008년, 최저기준)에
서 82.5%(2005년, 최고기준)까지 이른다. 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한 2005
년의 경우, 공간 인프라를 위해 투입된 예산이 무려 98.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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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예술지원원칙의 변화가 적극적으로

나타난 2010년의 경우가 79.2%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주지하다시피 창작지원사업은 창작영역의 사업 중 각 장르별 예술

가나 예술단체에게 체감도가 높은 지원사업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창작지원사업 내 공연예술의 비중도 이명박 정부가 높을까? 창작지

원사업에 속하되, 각 정부에 특별히 존재하였던 사업을 그대로 살려

두고 도출한 결과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전통예술 장르에 대

한 특성화 사업 예산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다른 장르는 일반적

인 예술활동및표현활동 지원 예산에 속해있는 것에 반해, 전통예술

은 별도로 분리되어 ‘전통예술전승보급’, ‘전통예술의 대중화·세계화’

등과 같은 사업명으로 존재하였다.111) 이 외에 연극 장르에 속하는

‘무대예술인재교육사업’이 있는데, 동 사업은 2008년에 들어선 2기

위원회에서 연극 장르에만 집중한 예산지원이라는 이유로 논란이

있었다. 동 사업은 결국 2009년 국고지원으로 전환되어, 위원회 사

업에서는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표를 보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공연예술에 대한 지원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11) 전통예술 장르는 우리 고유의 문화를 보급, 전승한다는 고유의 목적
이 더 우선시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특성상 중앙정부의 부, 청 수준에
서도 지원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위원회의 해당 사업의 축소로 보이는
이러한 수치가 전통예술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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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전체공연예술

대상

지원결정액

(천원)
43,034,700 44,602,000

전체창작지원사업

대비(%)
64.1% 75.9%

전체지원결정액

대비(%)
8.6% 8.4%

전통예술제외

전체공연예술

대상

지원결정액

(천원)
29,532,700 40,462,000

전체창작지원사업

대비(%)
44.0% 68.9%

전체지원결정액

대비(%)
5.9% 7.6%

<표 29> 창작지원사업 내 공연예술의 지원결정액 비교

창작지원사업 내 공연예술 장르(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공연

예술)로 구분되는 지원결정액의 비중은 두 정부 모두 50%를 넘을

정도로 높지만, 그 중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지원결정액은 위원회가 집행하는

전체지원결정액과 비교하면 두 정부가 거의 유사한 예산배분을 하

는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사뭇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예술을 제외한 공연예술 장르의 비중을 살펴보

면, 이명박 정부가 전체창작지원사업 대비 68.9%로 나타났다.

한편, 다원예술과 같은 비주류 장르에 대한 지원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오랜 기간 문화예술진흥법 상 예술장르로 구분되어 온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과 같이 장르적으로

구분이 명확한 장르를 제외한 다원예술과 문화일반은 일종의 비주

류 장르로 구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창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전체지원결정규모가 노무현

정부에 비해 컸음에도 불구하고 다원예술 장르에 대한 지원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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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비주류 장르 지원결정액 (천원) 4,429,500 3,017,000

전체지원결정액 대비(%) 0.88% 0.57%

창작영역지원 대비(%) 3.12% 1.88%

창작지원사업 대비(%) 6.59% 5.13%

<표 30> 비주류 장르의 창작지원사업 내 접근성 비교

이어서 이명박 정부에서 기반조성, 예술공간을 중심으로 한 간접

지원을 강조했기 때문에 창작지원사업에 투입되었던 예산의 일부가

예술공간지원사업으로 이전된 부분이 존재할 것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 다원예술 장르에 대한 예술공간지원사업의 예산도 추출해 보

았다. 그 결과, 예술공간지원사업 내에서 실제 비주류 장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지원결정액 규모가 노무현 정부에 비해 2배 이상 높

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모를 창작지원사업과

합쳐도 여전히 노무현 정부의 다원예술 지원결정액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해당 장르의 예술가 및 예술단체에게

체감도가 높은 두 가지 사업을 대상으로 한 예산배분에서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 비주류 장르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지원

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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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예술공간지원사업: 다원예술

지원결정액(천원)
400,000 1,083,000

창작지원+예술공간지원사업

: 다원예술 지원결정액(천원)
4,829,500 4,100,000

전체지원결정액 대비(%) 0.96% 0.77%

<표 31> 비주류 장르의 접근성 비교

이처럼 기존의 장르 구분으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예술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는 다원예술에 대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는 일부 다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회의록 발

언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임명된 2기 위원회의 회의에서

등장한 발언이다. 2기 위원회는 노무현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

수적인 정치적 성격을 지닌 위원들, 나아가 예총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평을 받는다(성연주, 2015).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예술을 대상으로 할 때 상업성이냐,

비상업성이냐의 구분과 주류냐 비주류냐를 구분하는데 괴

장히 모호한 것이 많고 잘못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08년도

지원결정을 한 내용에서도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노동만화전이나 민중가요, 남북 간의 문화이질감 극복을

위한 평화통일, 진보음악 페스티벌 등이 다원예술이라는

명분 하에 지원결정되는 모습이 보여져서 다원예술은 생각

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61차 위원회 회의록 (2008.10.17.) 위원의 발언)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동안 지원을 잘 받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분야로서의 비주류 장르를 다원예술 장르로 구



- 188 -

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이른바 민예총 계열이나 민

중예술에 대한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

부 이후 들어선 2기 위원회에서는 다원예술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

릴 필요성을 언급하며, 말 그대로 새로운 예술, 융복합 예술 등과

같이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는 분야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

다. 즉, 다원예술 지원이 민중예술이나 일부 대중예술 분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제 2 절 향유지원정책

1. 정책이념 측면: 향유지원 예산의 구조와 변화

예술영역의 수요자에 대한 정책인 향유지원정책은 한국에서 그 역

사가 그다지 길지 않다. 1970년대에 문화예술진흥원의 설립과 함께

공식적으로 시작된 정부의 예술지원에서 주요 대상은 창작 영역이

었으며, 그마저도 지원액은 지극히 적었다. 2005년 위원회로의 전환

은 예술지원정책을 담당하는 집행기구의 전면적인 변화이면서 한편

으로는 향유 영역에 대한 정부지원이 본격화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길지 않은 한국의 예술지원정책 역사에서 향유 영

역에 대한 정책은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화되었다(박광무, 2010).

본 연구의 분석틀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향유지원정책은 문화

민주주의 가치와 보편적 접근을 지향하며, 이명박 정부는 문화민주

화의 가치와 선별적 접근을 지향한다고 보았다. 이하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주요 향유지원정책의 내용을 통해 이러한 경

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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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는 노무현 정부의 향유지원정책의 기초사업 내역을 정리

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향유지원정책은 크게 관객개발 사업, 예

술체험지원사업, 문화복지지원사업, 소외계층 혹은 소외지역 지원사

업, 향유공간조성사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06년부터 장애인

대상의 지원사업은 별도의 기초사업으로 분류하였으며, 문화바우

처112) 사업도 같은 해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위원회는 산하 단

체의 형태로 문화나눔추진단을 설립하고, 동 기관이 실질적으로 사

업을 주관하는 형태로 문화바우처 사업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과정

은 노무현 정부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접근의 문화

복지 관점을 향유지원정책에 도입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112) 문화바우처는 2013년부터 문화이용권으로 불리고 있다.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3년의 기간을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설정한 바, ‘문화바
우처’로 명칭을 통일하였다.

연도 향유지원정책 주요 사업 내용 (기초사업명 기준)

2004

관객개발지원(사랑티켓지원, 이웃초청공연관람행사개최, 이웃초청기획초

청행사개최), 찾아가는예술지원, 문화예술체험지원, 함께하는문화복지지

원, 생활문화공간조성사업, 작은생활도서관조성, 아동복지시설대상문화예

술교육프로그램제공

2005

사랑티켓지원, 문화예술체험지원, 함께하는문화복지지원, 문화소외지역전

국순회사업, 특수소외계층심리안정및자활프로그램, 아동복지시설대상문

화교육프로그램제공, 도시저소득주민및농민대상생활친환경조성, 다중밀

집지역작은문화장터사업, 문화예술교육영상콘텐츠제작, 이달의우수문학

도서보급

2006

장애인문화접근성확대사업지원, 교정시설군부대시설등문화프로그램제공,

책나눔, 전통나눔, 공연전시나눔(사랑티켓, 문화바우처), 교육영상콘텐츠

나눔, 소외지역을찾아가는문화향수프로그램지원, 사회취약계층대상문화

예술교육지원(아동복지시설, 노인장애인시설,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

2007
장애인문화접근성확대지원, 소외지역을찾아가는문화향수프로그램지원,

소외지역을찾아가는문화순회, 문학나눔, 전통나눔, 공연전시나눔(사랑티

<표 32> 노무현 정부의 향유지원정책 주요 사업



- 190 -

또한 2004년 관객개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사랑티켓지

원사업도 재원의 출처가 변화하면서 노무현 정부 임기 동안 그 성

격이 크게 변화하였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일반적인 위원회

지원사업이었으나, 2006년에 복권기금으로 전환되었다. 즉, 사랑티켓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관객개발 관점의 사업으로 일

반 국민들의 공연예술 관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중적인

사업이었다. 이후 2006년부터 2007년 사업까지는 ‘공연전시나눔’사업

에 포함되었는데, 동 사업이 소외계층지원사업과 공연전시나눔 사업

으로 구성되어 2007년까지는 일반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병행되었다. 하지만 <2008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종합운영보고서>

에 따르면, “사랑티켓은 복권기금의 취지에 따라 일반인 공연 지원

을 폐지하고 소외계층 및 학생으로 국한(p.307)”시키는 것으로 전환

되었고, 이에 따라 결국 2008년부터 지원대상이 변경되었다.

다음으로 아래의 표는 이명박 정부의 향유지원정책의 기초사업 내

역을 정리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원사

업의 종류가 보다 축소되고 정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소외계층(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 장애인창작 및 접근성 지

원사업, 사랑티켓, 문화바우처 사업 등으로 조정되었다. 늘어나는 지

원액에 비해 기초사업 자체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이는 문화

113) 동 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시도한 사업으로서, 2007년의 정기
공모 사업에 의해 진행된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이명박 정
부의 새로운 사업으로 분류해야 하지만, 지원결정액이 199,550(천원)으로
전체 향유 영역에 비해 적은 규모로 전반적인 추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
아 굳이 별도로 분류하지 않았다.

켓, 문화바우처), 취약계층대상문화예술교육(아동복지시설, 노인장애인시

설, 취약계층대상지원)

2008
소외지역을찾아가는문화순회(군부대, 교정시설, 장애인문화접근성, 체험

교육, 공연), 사랑티켓, 문화바우처, 문학나눔, 전통나눔, 땡땡땡실버문화

학교지원, 국민제안예술프로젝트113)



- 191 -

바우처 사업으로 대표되는 문화복지 사업으로 다수의 지원이 투입

되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 중 하나는

장애인 관련 정책이 보다 상세히 분화되었다는 것이다. 소외계층 문

화순회 사업의 일부에 포함되었던 관련 정책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장애인 창작자에 대한 정책,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장애인 관련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에 한해 지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나타났다. 물론 노무현 정부에서도 매해 차이는 있지만

관련 정책이 상존하였다. 다만 차이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를 별도

의 카테고리로 세분화하여 지원 신청을 받고 이에 대한 예산을 배

분하였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정책이념의 측면에서 구체

연도 향유지원정책 주요 사업 내용 (기초사업명 기준)

2009

소외지역을찾아가는문화순회(사회복지시설, 농어촌, 임대주택, 교정시설,

다문화가정및새터민, 군부대, 장애인창작및표현활동, 장애인문화향수지

원), 사랑티켓, 문화바우처, 문학나눔, 전통나눔, 서민풀뿌리문화나눔, 국

민제안예술프로젝트

2010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사회복지시설, 농산어촌순회, 임대주택순회, 교정

시설순회, 다문화가정및새터민, 군부대순회), 장애인창작및표현활동지원,

사랑티켓, 문화바우처, 문학나눔, 전통나눔

2011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장애인창작및표현활동지원, 문학나눔, 전통나눔,

사랑티켓, 문화바우처

2012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문학나눔, 사랑티켓, 문화바우처, 장애예술가(단

체)창작활동지원, 장애인문화예술역량강화지원, 장애인문화예술조사연구

활동및발간지원

2013
소외계층문화순회지원, 문학나눔, 사랑티켓, 문화바우처, 장애예술가(단

체)창작활동지원, 장애인문화예술역량강화지원, 장애인문화예술조사연구

활동및발간지원, 신진장애예술가(단체)육성사업

<표 33> 이명박 정부의 향유지원정책 주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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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첫째, 기초사업구조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가 지향한 문화민주주의는 <창의한국(2004)>에

만 나타난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창동 장관이

동 보고서를 처음 소개하는 자리에서 문화정책의 지침으로 활용되

길 원한다고 언급하였듯이114) 문화민주주의는 노무현정부가 구상한

30년 이상의 장기적 비전에 해당한다. 또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일종의 청사진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위원회의 재원이 기금이

재정적 압박을 받으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이러한 가치를 반영할만

한 사업을 꾸릴 여력이 없는 것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내내 문화민주주의적 관점을 지향

한다고 볼 수 있을만한 예산배분이 위원회의 향유지원정책에서 새

로이 이루어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한계이자, 이후 이명박 정부로 정

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향유 영역의 예술지원사업이 <창의한국

(2004)>의 장기 계획과 일관성을 이루지 못한 한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관련 예술정책을 만들고 지지한 집단으로부

터는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든 부분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

으로 노무현 정부는 자신의 지지집단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치적 결

과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다.

둘째, 노무현 정부는 상술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향유 영역을 예술

지원정책의 한 축으로 등장시켰으며,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경향을

114) 이창동장관은 2004년 6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동 보고서를 다음과 같
이 설명하였다.
“문화정책이 장기적 철학이 부재한 상태에서 단기적 처방만으로
만들어져온 문제점에서 탈피하고자 했다. … 여기에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부터 길게는 30년을 내다보며 장기적 비전을 담았
다. … 지자체의 문화정책 관계자, 현장 문화예술인, 문화행정가들
이 지속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 이것이 그런 기
능을 할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문화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위해 이것이 필요했다.” (연합뉴스, 20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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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계승하였다. 다만, 이명박 정부는 ‘문화복지’의 관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선별적 접근에 따른 향유지원정책만을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노무현 정부는 창작-유통-소비의 선순환을 강조하면

서 소비영역, 즉 예술의 소비자를 위한 관객개발을 통해 창작 영역

의 근본적인 자생력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강조되었다(정광

렬, 2008). 이와 별도로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쉽지 않은 소외계

층을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복지의 관점에서 소외계

층에 대한 향유지원정책도 병행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에는 정책결과의 분배 측면에서 자세히 후술하

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필요한 영역에만 관여하고자 하는 시장주의

적 관점이 적용된 선별적 접근으로 향유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당

시 이명박 정부는 임기 동안 복지서비스의 보편적 제공과 선별적

제공을 둘러싸고 야당과 논쟁을 벌이며, 부유층 또는 특권층에게까

지 정부재원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집중적

으로 언급하기도 하였다.115) 소외계층 중심의 문화복지의 편중도 이

러한 가치관이 반영되었을 여지가 크다.

그 결과 문화바우처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선별적

접근 중에서도 경제적 소외계층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소외계층이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

나, 문화바우처 사업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예술향유에 대한 계층을 소득으로만 나누어 본다는 한계

를 지닌다.

115)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무상급식 논쟁을 들 수 있다. 당시 오세훈 시장
과 집권 여당은 선별적 지원을, 야당은 보편적 지원을 언급한 바 있다.
예술지원정책과 다소 성격은 다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영역에 쓴다는 관점, 그리고 상술한 바와 같이 복지 및 재분배에
대해 보수는 복지국가위기론을, 진보는 복지국가강화론을 펼친 것과도
이념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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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향유지원정책은 문화민

주화 가치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향유지원정책이

문화민주주의를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

한 기존의 함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김경욱, 2003;

서순복, 2007). 다만, 노무현 정부는 실제 집행방식과는 별도로 이념

적으로는 보편적 접근을 지향하고 이를 공고히 하였으며, 이명박 정

부는 상대적으로 선별적 접근에 집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이전의 향유지원정책은 정책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통해 향유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

야 한다는 관점 자체가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으

며(정광렬, 2008), 그 이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만

제시되었을 뿐이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물리적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으로 이를 확충하기 위한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점도 있다

(배관표·이민아, 2013).

노무현 정부에서 <창의한국>을 바탕으로 예술향유에 대한 소외계

층 지원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 지리적, 사회

적 이유 등으로 예술향유에서 소외되지 않고 예술향유를 즐기게 하

기 위함이다. 즉, 향유층의 확대를 위한 예술지원정책으로 모든 국

민의 개념, 보편적으로 모두가 예술을 향유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기존의 예술지원정책은 극히 적은 예산을 가지고 창작 중심의 지원

정책을 펼쳤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향유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기존에는 일반 국민의 예술향유권리를 위해 각종 인프

라 구축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다. 하지만 이러

한 인프라 중심의 정책은 이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지

칭하는 소외계층을 두루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기존 정책에

서 포괄하지 못했던 계층의 접근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편적 접근을 지향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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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인 집행방식을 도입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향유지원정책이 다양한 국민들을 두루 정책대상으로 두고

있다는 점도 예산배분의 결과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특정 소외계층

이 아니라, 소외계층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며, 기존에 이루어지던

향유지원정책도 큰 틀에서 유지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전 정부와

차이가 있다면 향유지원정책이 공식적인 예술지원정책의 한 축으로

등장하면서 예산의 절대액이 상승하고, 관련 사업의 비중을 높인 것

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와 다르다. 향유지원정책의 체계가 구축된 이래,

정확하게 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접근을 선택하였

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예산이 쪼개지는 측면이 있더라도 소외계층

을 폭넓게 정의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는 소외

계층을 경제적 측면으로 한정시키면서 향유 관련 예산을 집중시켰

다. 경제적 이유로 인해 예술향유에 한계를 받는 다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기는 하였지만, 노무현 정부와 비교하여 경제적 기준을 중

심으로 지원조건을 축약시킴으로써 선별적 접근을 더욱 강화한 것

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리적 이유만으로는 문화바우처의 혜

택을 받을 수 없다.116)

결국 이명박 정부는 효율성을 강조한 보수적 성격의 정부이므로,

한정된 재원을 집중시킬 수 있는 선별적 접근을 지향한 것은 당연

한 결과이다. 이명박 정부는 그 중에서도 경제적 소외계층에 집중하

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향유지원정책을 문화복지 관점에서만 바

라볼 때, 보수 정부로서는 당연한 선택이라 볼 수 있다. 지원을 위

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116) 물론 지리적 이유에 따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이전 노무현 정
부에 비해 소규모지만 존재한다. 다만, 여기서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단순화 시킨 예를 든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예산배분이 문화바
우처에 거의 대부분 집중된 결과를 고려하면, 이러한 예시와 그 해석이
무리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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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기준점 설정이 가장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인 노무현

정부에 비해 정책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선별적 접근을 강화한 향

유지원정책을 집행하였다.

요약하면, 노무현 정부는 예술 영역도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관점

에서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이는 「창의한

국」에만 주로 언급되었을 뿐, 과연 노무현 정부가 이를 정책방향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는지는 물음표로 남아 있다. 즉, 이념적

측면에서만 지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향유정책의 집행과정

에서는 사회구조적으로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선별적 방식을 통해 적극 추진하였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정

부는 맞춤형 복지를 추구하며 향유지원정책에 시장 관점을 도입하

고자 하였다. 예술시장에서 가장 큰 진입장벽인 경제적 기준을 중심

으로 향유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이다. 그 결과는 주지하다시

피 예술시장에서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경제적 기준

점을 통해 정책대상자를 선별해 내는 방식의 선별적 향유정책을 추

진하는 것이었다.

향유지원정책은 최소한 예술지원정책 내에서도 강력한 이해관계가

얽히는 창작 영역에 비해 정책대상자가 추상적이다. 즉, 정책과정에

서 강력한 요구집단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추세는 ‘문화

권(cultural right)’이 별도로 논의될 만큼 예술계 내에서도 향유정책

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향유

정책이 과연 사회구조상 보편적 접근이어야 하는지 또는 선별적으

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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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결과의 분배 측면

그렇다면 정책결과의 분배 측면에서 향유지원정책의 예산은 어떻

게 배분되었는가? 우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창작, 중개,

향유 영역에 대한 지원결정액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창작지원정책에 대한 분석에서는 중개 영역에서 고정지출로

배분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살펴보았지만, 다음의 그림은 이러한 조

정이 이루어지기 전 수치로 추산한 것이다. 이는 창작, 중개, 향유

영역에 대해 실제 배분된 예산비중 자체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그림 23> 향유 영역의 세부 정책대상별 지원결정액 비중 추이

그 결과, 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창작 영역을 강조하는 위원회 조

직의 초기 목표와는 달리, 향유 영역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

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위원회의 역할이 초기 목표와 달리 향유지원

사업, 나아가 소외계층 대상 지원활동에 치우쳐 가고 있음을 보여주

는 예산배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위원회의 소외계층 대상 지

원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은 위원회 전환 초기 팀단위였지만, 본부단

위로 격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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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화바우처 사업이 확대된 2011년에 향유 영역의 비중이

39.6%로 크게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전체 지원결정액 규모는 지

속적으로 1,000억원대 초반을 유지하는 와중에 향유지원의 비중의

확대는 결국 위원회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변화를 의미한다. 물론 이

러한 배경에는 불안정한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더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투입된 재원이 복권기금이기 때문에 나타난 측면도 있다. 하지

만 이러한 결과는 결국 위원회의 1차 정책대상자인 예술가(예술단

체)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제공한다. 즉, 위원회 전환으로 인해 예술

창작영역에서의 지원정책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향유지원정책의 확대는 위원회의 1차 정책대상자라고

볼 수 있는 예술가들의 인식과 디커플링 현상을 초래하였다. 공인통

계인 <문화예술인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예술인들의 당시 인식을

살펴보자.117) 우선 “문화예술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이 상충할 때, 어

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는지”를 물어본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적 가

치를 우선하겠다는 응답이 50.6%(2009년도 46.7%)로, 사회적 책임을

우선하겠다는 응답인 26.0%(2009년도 25.8%)보다 많았다. 위원회가

조직 전환 초기 1차 수혜집단으로 설정한 예술가들의 인식과 향유

지원정책의 비중의 증가가 맞물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는 예술가(예술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법

117) 본 연구와 시기를 맞추기 위해 <2012 문화예술인실태조사>를 참조하
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2009년 데이터와 비교하였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와 이명박 정부 당시의 인식을 비교할 수 있다. 문화예술인실태조사는
2015년 조사(2016년 2월 발표)에서부터 예술인실태조사로 명칭을 변경하
였으며, 조사주기는 3년이다. 동 조사의 목적은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21
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해 파악하여, 예술인 복지 정
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총 14개
분야 예술인(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타)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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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및 제도정비에 관한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예술인들은 여전히

예술창작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아직은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공급의 양과 질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부

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국민예

술교육 확대에 관한 의견은 2012년 기준으로 9.1% 수준이었다. 이러

한 예술가들의 인식과 위원회의 예산배분 간 괴리는 당장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다.

순위 2012년 조사 (1순위 기준) 2009년 조사 (1순위 기준)

1
예술가(예술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34.7%

예술가(예술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33.5%

2
예술가(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정비
24.8%

예술가(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정비
26.0%

3
문화예술행정 전문성

확보
10.9%

문화예술행정 전문성

확보
9.4%

4
국민예술교육

확대·교육제도 개선
9.15

전문예술교육·프로그램

강화
6.8%

5
전문예술교육·프로그램

강화
5.6%

예술진흥관련 정부기관

기능확대
5.6%

6
예술진흥관련 정부기관

기능확대
4.0%

국민예술교육

확대·교육제도 개선
5.0%

7
창작활동에 대한 전면적

자유부여
3.4%

창작활동에 대한 전면적

자유부여
4.3%

8 작품활동 공간·시설 확충 3.3% 작품활동 공간·시설 확충 4.2%

9 전통문화·지방문화 발전 3.4% 전통문화·지방문화 발전 2.9%

10 타국과의 교류홍보 확대 0.9% 타국과의 교류홍보 확대 1.1%

11 무응답 및 없음 - 무응답 및 없음 1.3%

계 100.0% 계 100.0%

출처: <2012 문화예술인실태조사>

<표 34>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 2009년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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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아래의 그래프는 향유 영역의 세부 정책대상별로 전체

지원결정액 대비 비중 추이를 보여준다. 우선 향유자2에 대한 지원

결정액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대략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

에 반해, 2011년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향유자1에 대한 지원결정

액은 2012년부터는 아예 사라졌고, 창작자2에 대한 지원결정액은

2008년 처음 등장하여, 이후 매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24> 향유 영역의 세부 정책대상별 지원결정액 비중 추이

하지만 이러한 창작자2에 대한 지원결정액이 사실상 장애인 창작

표현에 관한 지원 사업에서 온 것으로 보아, 문화민주주의적 관점이

반영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118) 결국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118)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 사업은 사업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문
예술가와 일반 장애인 대중 등이 정책대상으로 혼재되어 있었다. 매해
그 비중의 차이는 각기 다르지만 일반 장애인 대중의 문화예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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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두 문화민주주의적 관점의 향유지원정책이라기 보다는 소외

계층 중심의 문화민주화 전략에 많은 예산을 배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향유 영역의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향유자1과

향유자2에 대한 정책이 공존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사랑티켓 지원사

업이 일반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던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즉, 사랑

티켓 지원사업이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보편적 접근의 향유지원

정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향유

자1에 대한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향유자2에 대한

선별적 접근의 지원정책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부터는 향유자1으로 분류할 수 있는 예산은 아예 사라졌으며,

사실상 대부분의 예산이 향유자2, 즉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중

심으로 배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외계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예술시장 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며, 이는 문화민주화 전략에 해

당한다(정광호, 2013). 특히 이명박 정부는 소비자 중심의 예술지원

을 강조하였으며, 모든 국민의 예술향유라는 관점에는 소외계층의

예술향유를 높임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문화

체육관광부, 2008).

접근성 확대 및 교육 차원의 프로그램이 많은 지원 연도도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창작자2로 동일 분류하였으며, 여기에는 전문 예술
가도 일부 포함되어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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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향유 영역의 주요 사업별 지원결정액 비중 추이

위의 그래프는 향유지원정책을 주요 사업별로 분류하여 지원결정

액 비중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 이후 향유지원

정책이 문화바우처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부터는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이 60%를 넘어섰고, 이 외

에도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소외계층을 정책대상으로 명확하게 명

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향유지원정책의 주요 사업이자, 위원회의 대표

사업으로 강화된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은 ‘바우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표적인 소외계층 사업, 선별적 접근의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의 민주화 전략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정책

이라 할 수 있다(심창학, 2013: 169-172). 문화바우처는 경제적 여건

의 어려움으로 예술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없는 소외계층을 대상으

로 구매력을 제공하여 예술향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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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하는 향유지원정책이다(정광호·최병구, 2007). 2005년 시범사업

으로 시작하여 2006년 기초사업으로 분리, 201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10.8.23)에서 문화바우처

확대시행을 언급한 이후, 동 사업은 2011년에 큰 변화를 맞이하였

다. 전용카드제, 기획사업의 병행 추진 등을 비롯하여 국고와 지방

비의 매칭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분담이 이루어졌다(문화체육

관광부, 2010).

과거 정부의 예술지원은 공급자 중심의 지원, 즉 전문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창작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공급자 중심

의 지원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일반 국민의 세

금으로 이루어지는 정부 지원이 창작 영역에 집중되는 경우, 저소득

층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납부한 재원이 예술향유의 주요 집단

인 부유층을 지원하는 형태의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정광호, 2013:

165). 둘째,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지원, 전반적인 예술지원이 예술

계의 자생력이나 나아가 예술을 향유하는 사람을 활성화시키는 역

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였다(김정수, 2016).

결국 소비자 지향정책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예술시장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모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러

한 소비자 지향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문화바우처 정책

이다. 그리고 문화바우처 정책은 대표적인 향유자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이자, 구체적으로 소외계층을 대상(본 연구의 향유자2)으로 하

는 선별적 사업에 해당한다. 선별적 접근의 복지정책 강화를 주창하

는 보수성향의 이명박 정부에서 이러한 문화바우처 정책을 확대한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원회의 향유지원사업을 수요자지원과 공급자지원으로

재분류하여 예산배분을 살펴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다음의 표는 사랑티켓, 문화바우처, 장애인문화역량강화 사업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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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자지원정책으로, 우수문학도서보급, 소외계층문화순회, 생활문화공

동체지원, 지방문예회관특별프로그램지원, 공공박물관·미술관특별전

시지원 사업을 공급자지원정책으로 분류한 예산배분 결과를 보여준

다.119)

구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수요자·공급자지원 결정액(천원): 전체 161,479,605 204,027,598

수요자

지원정책

결정액(천원) 22,943,433 115,724,700

전체 대비 비중(%) 14.2% 56.7%

공급자

지원정책

결정액(천원) 138,536,172 88,302,898

전체 대비 비중(%) 85.8% 43.3%

수요자

지원정책 중

문화바우처

결정액(천원) 5,172,000 102,265,000

전체 대비 비중(%) 3.2% 50.1%

수요자지원 대비 비중(%) 22.5% 88.4%

<표 35> 향유 영역의 수요자지원정책과 공급자지원정책 비교

노무현 정부에서 14.2%였던 수요자지원정책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56.7%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와 비교하면 거

의 4배 가까이 증가한 결과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공약한

바와 같이 수요자지원정책으로 전환을 이루어냈으며, 나아가 수요자

지원정책 중 문화바우처 정책의 비중을 88.4%까지 끌어올렸다. 철저

한 문화바우처 중심의 지원정책을 펼쳤으며,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집권 내내 강조한 효율적 재원 배분을 위한 선별적 접근의 복지정

119) 이러한 수요자지원정책과 공급자지원정책의 분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서 2012년에 발간한 <2011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사업실적보고
서>와 국회입법조사처의 현안보고서 <문화복지의 동향과 문화복지사업
의 개선방안 (제175호, 2012.12.28.)>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 205 -

책에 부합한 예산배분이라고 볼 수 있다.

제 3 절 정부 간 예술지원정책의 비교

본 연구에서는 예술지원정책의 정치적 성격을 “누구에게(정책결

과), 어떻게(정책과정), 왜(정책이념) 지원하는가”를 기준으로 두고

진보적 성격의 노무현 정부와 보수적 성격의 이명박 정부의 예술지

원 예산배분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 정부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해석을 위해 당시 위원회의 회의록 내용을 참조하였다. 그

결과, 진보적 성격의 노무현 정부와 보수적 성격의 이명박 정부의

예술지원정책을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작 영역에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 비해 엘리트주

의 관점을 강조하였다. 두 정부 모두 정부 예술지원의 대상을 우수

한 예술에 두고, 엘리트주의를 강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명박 정

부는 시장주의 관점에 따라 충분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

는 예술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조하였다. 예술의 순수성을 강조

함으로써 기존의 고전적 예술장르가 언급하는 기준을 활용하였음은

물론이다. 이에 반해 노무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비해 이념적으로

대중주의에 근접하였다. 예술의 사회적 효과를 보다 강조하였으며,

기존에 소외받았다고 여겨지는 영역에 대해 지원하였다. 기존 정권

에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받지 못했던 민예총 계열의 예술가

및 단체들을 제도권에 포함시킨 것은 물론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북

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식하는 진보성향의 가치관에 따라 남북교류

에 관한 예술지원이 유지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남북교류에

대한 지원을 축소·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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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책과정의 측면에서 노무현 정부는 평등 지향의 분산형 창

작지원정책을, 이명박 정부는 성과 지향의 집중형 창작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지원 1건당 지원결정액을 대폭 상

승시키면서 정부 예술지원의 대상을 우수하고 잠재력 있는 예술 활

동으로 명확히 하였다. 또한 매해 성과평가를 통한 다년간 지원을

확대하면서 노무현 정부에 비해 성과에 따른 지원을 더욱 강조하였

다. 노무현 정부는 신규 추진하는 지원 사업을 통해 집중형 창작지

원을 일부 도입하였으나, 예산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예술지

원정책은 분산형임이 드러났다.

셋째, 정책결과의 분배 측면에서 노무현 정부는 예술가에 대한 직

접적인 지원을 강조하였고, 이명박 정부는 예술 공간을 거쳐서 전달

되는 형태의 우회적인 간접지원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예술지원방침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2010년에 예술공간에 대한 예산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장르별 예산배분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는

비교적 균등하게 지원결정액을 배분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공연예

술에 대한 선호를 드러냈다. 비주류 장르에 대한 예산배분도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진보적

성격의 정부가 비주류 장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다양성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향유 영역에서 노무현 정부는 보편적 접근의 향유지원정책

을, 이명박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의 향유지원정책을 지향하였다.120)

하지만 집행방식에서는 정책대상자의 범주에 차이가 있을 뿐 기본

적으로 선별적 접근에 따라 이루어졌다. 두 정부 모두 이전 정부들

120) 이러한 결과의 해석은 정치적 성격이 다르다고 전제한 두 정부의 예
산배분을 통해 상대적으로 도출한 결과이며, 두 정부만을 비교분석한 과
정에서 명확히 드러난 부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이해할 필요가 있
다. 즉,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만을 비교한 현재의 연구시점에서 성
급한 일반화는 지양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그러한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
서 제한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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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향유지원정책에 대한 예산비중이 확연하게 증가하였으나,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에서는 차이를 드러냈다. 여타 복지정책의 경

우와 같이 진보적 성격의 노무현 정부는 소외계층을 이명박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게 설정하였다. 이에 반해 보수적 성격의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 기준을 중심으로 정책대상자를 한정함으로써 진보적

성격의 노무현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별적 접근의 향유지원정

책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제적 기준을 통해 지원하는 문

화바우처 사업의 확대는 향유지원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이 다른 복

지정책분야와 마찬가지로 보수적 성격의 정부가 선호하는 경제적

기준 중심의 선별적 접근으로 전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이 가

능하다. 이로 인해 예술계 내부의 정책대상자 분류 중 향유자2에 대

한 지원으로 대부분의 향유지원정책에 대한 예산배분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진보적 성격의 노무현 정부와 보수적 성격의 이명박

정부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정치적 성격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른

예술지원정책 예산배분 양상을 보였다. 특히 창작 영역에서 다양하

게 드러나는 두 정부 간 차이는 정치적 성격의 차이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분석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두 정부 간 비교 결과를 간

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6> 정부 간 예술지원정책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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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예술지원정책의 정치적 자율성:

한국적 맥락과 재해석

지금까지 정치적 성격에 따라 예술지원정책이 차별적으로 나타나

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분석틀을 구성하고, 실제 한국의 진보적

성격의 노무현 정부와 보수적 성격의 이명박 정부의 예술지원정책

사례를 통해 이를 입증해 보았다. 분석결과, 예술지원정책은 당시

정부의 정치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즉 진보인지 보수인지에 따

라 예술지원정책의 가치지향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전체 혹은 일

부가 충분히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러한 정책변화가

나타나는 과정을 보면,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해 민간합

의기구로 전환된 예술지원전담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충분

하고 실질적인 자율성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이하에서는 이런 현상을 정치적 시각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

다. 우선 예술지원정책을 둘러싸고 팔길이 원칙이 표방하는 정치적

자율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치적 자율성의 실제

를 들여다보고, 한국적 맥락에 맞는 정치적 자율성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예술지원정책을 정치적 시각에서 대립적으로 살펴볼

때, 한국의 경우 어떤 특징과 의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 209 -

제 1 절 예술지원전담기구의 정치적 자율성

1. 정치적 자율성의 실제

예술지원정책을 수행하는 조직을 민간합의기구로 전환하는 것은

예술지원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영국을 비롯하여 서구 선

진국이라 불리는 다수의 국가들이 예술지원정책을 이러한 방식으로

수행한다. 예술지원을 비롯하여 정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지원정책은

정부재원을 특정 수혜집단에게 제공한다. 이처럼 특정 집단이 수혜

집단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지원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결정요인이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원수혜를 위해 수혜집

단이 일정 부분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이혁우,

2009: 203-204). 그러나 실제 각종 지원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지원수혜를 위해 필요조건으로 갖추어야 할 지원조건을

준수하는 행위가 수혜집단의 활동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난다(이혁우, 2009: 204).121) 그렇기 때

문에 예술지원정책 과정에서도 예술에 관한 부분 이외의 요인이 개

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결과 예술전담기구는 ‘팔

121) 정책상황이 정태적이 아니라 동태적이기 때문에 지원정책이 결정되는
당시와 달리 차후 해당 지원정책이 상황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
난다. 또한 일부 수혜집단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각종 제약들이 오히려 다수의 수혜집단에게 지원정책 초기보다 더 강력
한 방해요인이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이혁우, 2009). 예술
지원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동태적인
예술정책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술현장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반영해
내기 위해 각 예술분야의 전문가가 예술지원정책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
이다. 특히 여타 지원정책과 달리 예술지원정책은 무형의 가치인 ‘예술
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따라서 예술을 잘 모르는 집단이
개입하여 한정된 자원을 소진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자
율성을 확보하는 형태의 자율기구의 설립이 예술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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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만큼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내

세웠다.

한국은 오랜 기간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예술지원정책이 이루어져

왔다. 상술하였듯이 당시의 예술지원정책은 정권을 홍보하는 수단으

로 활용되어 왔으며, 관점에 따라서는 여전히 정부, 나아가 정치에

종속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노무현대통령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에서 시작되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2005년 합의제 민간

자율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었다. 이른바 조직형태의

변화를 통해 형식적 자율성을 획득한 순간이다.

그렇다면 이후의 정권교체 과정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획득한

조직자율성은 예술지원정책의 자율성, 특히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하

였다고 볼 수 있는가? 만약 위원회가 조직자율성을 획득한 이후, 실

질적이고 온전한 정치적 자율성도 확보하였다면 최소한 다음의 가

설이 성립할 것이다. 첫째, 위원회 전환 이후 공개적으로 상당히 다

른 방향의 예술지원정책을 표방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

책발표내용과 무관한 위원회의 독자적인 정책방향이 예산배분 과정

에서 드러났을 것이다. 둘째, 위원회는 문화부의 정책적 개입이 없

는 상태에서 당시의 예술 환경이 요구하는 각종 사안들에 대해 자

유로운 토론을 진행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예술지원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어떠한가?

우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위원회는 진보성향과 보수

성향으로 일견 구분해낼 수 있는 수준의 예산배분을 하였다는 점이

상당부분 드러났다.122) 위원회 전환 이후 특색으로 꼽을 만한 독자

적인 정책방향이 그다지 드러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일례로 창작

영역에서는 지원금이 최종 도달하는 정책대상자에 대한 예산배분

122) 본 장의 제2절에서 후술하겠지만, 구체적으로 각 정권이 공개적으로
표방한 정치적 성격이 지향하는 가치가 예술지원정책의 전면에, 그리고
곳곳에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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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정권교체를 계기로 변화하였으며, 향유 영역에서도 정책대상

자가 경제적 기준을 중심으로 축소되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선별

적 접근을 지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예술시장에 대한

정부지원의 높은 재정적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특히 창작 영역에서

개별 예술가들이 느끼는 변화의 체감 수준은 더욱 높을 것이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와 이

명박 정부 모두 주무부처인 문화부의 정책 개입이 수시로 이루어졌

다.123) 뿐만 아니라, 국회 문광위에서도 문화부를 통해 정책관여가

이루어졌다. 조직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처럼 이루어진 정

책개입은 위원회 조직의 정치적 자율성을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독자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정부에 대

한 자원의존성을 지속 및 강화시키는데도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 사안을 들여다보면, 문화부에서 협조요청의 형태로 특정

사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문화부와의 관계가 중요한 위원

회 입장에서는 완곡한 형태로 들어온 요청을 그대로 거절한다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당시 위원장이 스스로 언급하였듯이 문

화부의 협조요청을 들어주고, 나아가 이를 계기로 필요한 무언가를

얻어내는 형태의 주고받기 관행은 문화부와 위원회의 관계를 더욱

유착시키는 형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사실은 절차에 관한 문제가 ○○○ 위원께서 얘기하

신대로 분명히 이거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문화부

의 협조요청이 앞으로도 또 비슷한 유형이 있지 않을까 하

123)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는 진보적 성격의 노무현 정부와 보수적 성격
의 이명박 정부가 수행한 예술지원정책이 실제 예산에서 어떠한 차이로
나타났는지에 집중하여 서술하였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문화부의 개입에
관한 내용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경우 상당수 제외하였다. 하지만 위
원회 전환 이후인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모두 문화부의 정책적 개입에 관한 내용이 위원회 회의록
에 무수히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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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각이 들고 저는 위원장을 맡은지가 2달밖에 안 되지

만 이런 거에 주고받기 관행에서 아주 좋지 않은 관행들은

없애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걸 통해서 문화부에다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또 충분히 있다 난 그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문화부장관을 같이 자

리를 하기로 했는데 이 소극장 문제는 절차상의 제가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 사실은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러나 이거를 문화부에서 지금 전력을 다해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해 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승인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45차 위원회 회의록 (2007.10.26.) 위원장 발언)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문화부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제대로 알지 못

한 상태에서 예술지원에 관한 공청회를 열기도 하였다. 공청회 논란

이 발생한 당시는 이명박 정부에서 유인촌 장관이 임명된 상태였으

며, 유인촌 장관이 임기 초반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일

괄 퇴임을 거론하여 예술정책의 자율성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던 시

기였다. 1차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와 1기 위원회 간 갈등이며, 나아

가 문화부의 월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위원회로 바뀐 다음에 우리와 문화부와의 진지한

소통구조가 약한 것 같으니까 소통구조를 강화하자는 제안

과 같은 노력이 문화부가 해야 될 일이지, 아직도 문화부가

상급기관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것, 또 밑에 국․과장이 덩

달아 그것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시대를 잘못 알

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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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방식이라는 것은 예술

진흥을 하는 세부적인 방식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장관

의 언급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화부 장관은

문화정책적인 비전이나 철학 같은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까

이런 정도 차원에서 발언이 되어야지 지원제도와 같은 얘

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부수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보구요. (…) 그래서 문화부가 그런 새로운 관계 설정들을

해 나가고 어떤 소통의 방식을 발전시킬 의사가 있는지 없

는지 한번 타진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렇게 공청회가 진행되어서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면 저는

사실 개선방안 수립 문제가 아닌 정치적 행위인 것 같습니

다.

(제55차 위원회 회의록 (2008.5.23.) 위원들 발언)

이러한 관여는 문화부뿐만 아니라, 국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사실상 위원회의 상부기관으로서 문화부와 국회 문광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예술지원예산의 배분을 위원회가 직

접 전문성을 발휘하여 결정한다는 위원회 설립근거의 가장 기본적

인 부분이 손상을 입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저희는 폐지를 하기로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담아가지를 않

았는데요. 문화관광부 쪽으로 국회 문광위 쪽 위원들이 강

하게 항의도 하고 요청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부에서는 그 의견을 수용해서 문화부의 조정권을 발휘해서

기금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

작년도도 기금운용계획에 저희가 이것을 완전히 폐지하지

는 못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5억을 편성시켜서 올라왔습

니다. 그런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15억으로 증액이 됐거든

요. 올해는 이 부분이 사업의 목적성이나 우선순위에서 이

런 부분은 기금에서 집행하기에 맞지 않다는 예산특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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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빼고 갔었는데 또 다시 국회

쪽에서 문화관광부에 강하게 주문이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화부에서 수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

다.

(제36차 위원회 회의록 (2007.6.29.) 경영지원팀장 발언)

이명박 정부 초기 유인촌 장관의 기관장 사퇴 발언으로 인해 이명

박 정부에서 위원회의 자율성이 더욱 축소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본질적으로 정치적 자율성 저하는 두 정부 모두에게서 공통

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위원회 전환을

통해 외견상으로 조직자율성을 획득하였을 뿐, 실질적인 자율성이라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율성 확보는 요원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술지원정책은 정치적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인가? 현재 한국의 문화예술위원회를 둘러싼 문화, 조직, 개인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예술지원정책의 정치적 자율성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우선 위원회 환경과 조직의 문제를 보면, 과연 위원회는 태생적으

로 정치적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이었는지 의문이다. 무엇보

다 이러한 의문이 생겨난 원인은 바로 재원의 한계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미 위원회의 재원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상술하였듯이 잠식

상태에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재원

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의 일을 수행하는 행정조직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바로 재정(돈)이며, 따라서 행정부 내에서도 기획재정부, 부

처 내에서는 예산을 담당하는 조직이 가장 큰 권한을 갖기 마련이

다. 위원회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문화부와 기재부의 통제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 문광위의 통제도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통제

가 예산의 합리적 사용에 관한 부분을 넘어서 본 장에서 서술한 바

와 같이 예산 끼워넣기나, 주문의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 위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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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를 승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으로 위원회 내부 위원들, 즉 개인의 문제를 보면, 과연 위원

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Downs(1966)가 관료의 동기에 대해 언급하였듯이, 위원회

내 위원들 역시 예술계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자 하는 동기도 있으나, 그에 못지않게 자신의 이익, 자신이 속한

장르의 집합적 이익(collective interest)을 도모하고자 하며, 출세하

고자 하는 개인의 이기적 열망도 분명 가지고 있다. 특히 위원회 전

환 초기, 현장 예술가들이 전문가로 직접 정책과정에 깊숙이 개입하

는 것은 결국 각 장르별 위원들이 소속 장르의 기대치를 온전히 반

영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124)

예술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실제 다른 정책분야에서도 정치적 영향

력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념적 지지(일반적으로 보수인가, 진

보인가)를 요구하는 등 여전히 실제 행정조직에서 일하는 관료들은

중립적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김두래, 2018). 결

국 이상적으로는 팔길이 원칙이 예술지원의 기본 원리로 당연하게

거론되는 것처럼 정치적 성격에 따라 예술지원정책이 변화하는 것

이 충분히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개별 정부

의 이념, 신념, 가치에 따라 예술지원의 축은 변화한다. 특히 한국과

같이 대통령의 영향력이 높은 국가의 경우, 대통령 개인의 신념과

124) 관련 내용으로 다음의 회의록 내용의 일부가 있다. 하나의 장르를 대
변하게 되는 구조와 함께 현장 예술인 중심의 위원회 조직에 대한 예술
계의 기대수준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괴리(gap)가 나타
나기도 하였다.
왜 내가 판단을 해야 돼요. 왜 나를 곤란하게 만드냐고, 전에도
나를 곤란하게 해서 여태까지 말 한마디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앗는데. (…)
제가 누구를 비난한다, 아니다가 아니고요. **계의 분들의 상식에
서 좀 합당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결국 **계 위원이 저니까 모
든 게 저한데 다 돌아온다는 얘기죠.
(제31차 위원회 회의록 (2007.4.6.) 위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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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는 정책결정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임도빈, 2008). 한편

으로 이러한 현상은 예술지원을 하는 정부가 각각의 취향, 선호를

명백히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Abbing, 2002), 이는 극단적

인 경우 예술지원을 도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

적 의문을 품게 된다.

2. 예술지원의 정치적 자율성

예술지원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다룬 Vestheim(2012)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예술지원은 정치인, 정부관료, 예술 관련 전문가, 예

술가 등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협상은 문화예술

영역(The Field of Culture and the Arts)과 정치, 행정, 경제 영역

(The Field of Politics, Administration, and Economy)의 서로 겹치

는 영역(중첩 영역; overlapping zone)에서 행위자들 간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다(Vestheim, 2012). 협상 테이블에서는 예술지원에 대한

가치관, 아이디어, 관심사 등을 비롯하여 예산 자체의 교환 등을 다

루며, 각각의 행위자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인지하는 수준에서 결과

가 도출된다(Vestheim, 2012: 540). 이와 동시에 중첩 영역에서의 협

상은 권력 투쟁의 장(an arena for power struggles)으로서, 동등한

당사자들 사이의 균형 잡힌 조건 하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비대칭적

인 사회적 관계에서도 이루어진다(Vestheim, 2012: 540).

따라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당시의 권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행사되는가는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 이후 예술지원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새로운 인물이 교체되는

문제에 예술계가 민감해지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정권교체는 현재

의 정치체제가 유지되는 한 5년마다 나타날 것이다. 단순히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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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교체뿐만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변화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러하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도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는 과정은 ‘지난 정권(혹은 지난 권력)의 흔적

지우기’ 비판과 연결되어 많은 논란을 양산했다(장원제, 2009; 한승

준, 2010; 정인숙, 2017).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문화권력’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여 문화권력의 교체 현상이 나타났다고도 이야기하며,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기용했다는 의미에서 ‘코드인사’라는 표

현도 사용되었다.

이처럼 인사권을 기본으로 하여 청와대, 문화부와 같은 실질적 상

위기관의 정치적 개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예술지원정책은 사

실상 규제정책처럼 운영된다(정인숙, 2017: 19-20). 즉, 지원을 명목

으로 각종 제약(사실상 규제)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이혁우, 2009),

역사적으로 예술에 대한 후원은 후원자의 의도와 취향에 따라 강력

한 제약조건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근거 있는 추론이다(Shiner, 2001). 결국 후원의 출처는 예술의 내용

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Alexander, 2003).

현대 사회에서 예술시장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부가

원하는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Alexander, 2003; Abbing,

2002). 상술하였듯이 한국은 특히 후원자로서의 정부의 영향력이 상

당히 높은 축에 속한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예술에 대한 시장

(market)이 형성된 뒤, 예술시장에서 자본이 원하는 예술이 주로 살

아남거나,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예술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처

럼 정부와 예술의 관계도 유사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Abbing,

2002; Shiner, 2001). 즉, 정부의 의도나 취향이 암묵적인 지원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예술계에 대한 정치의 개입은 예술계 내부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이미 한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예술은 무형의 가치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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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결과(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각 예술가들이 지향하는 가치

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공공재원을 활용하는 정

부 후원의 특성상 일부 정치적 개입 혹은 정치적 통제가 불가피하

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당파정치(partisan politics)와 유사한 수준의

정치 갈등은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외부 개입을 활용하여 개인의

입신양명에 활용하는 정치적 예술가(poli-artist)가 양산될 수 있으

며, 예술계 내부에서 스스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장을 무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인사문제를 넘어서 예술지원정책의 협상 테이블에서

예술계를 대변하는 위원회의 관심사가 심의과정에 지나치게 매몰되

어 있다는 점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125) 위원회가 예산배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실제 예산이 분배되는 결과를 분석해 보았

을 때, 정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결국 예술계 스스로

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술계 스스로를 제대로

대의해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예술지원이라는 협

상 테이블에서 우선으로 다룰만한 안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고, 이 때문에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사

적으로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배울 수 있듯이 누군가로부터 자유

를 획득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의사표현과 제대로 된 숙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다.

125) 위원회가 심의과정에 몰두하게 된 배경에는 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도
있지만, 정책대상자인 예술계의 기대에 부합하고자 한 부분도 크다. 위
원회 전환 이후 예술계에서 가장 크게 기대하였던 부분은 현장 예술가
들이 직접 예술지원정책과정에 주요 결정자로 부각되면서 각 장르별 현
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지원금의 배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었다(정
창호, 2013). 이러한 높은 기대치를 반영하듯 변함없이 장르간, 장르내
예산배분에 대한 갈등은 꾸준히 존재해 왔으며, 각종 제도 개선에도 불
구하고 예술계 현장에서는 여전히 심의과정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인
식한다(양현미, 2010). 이러한 현장의 문제의식은 위원회가 심의기능 이
외의 새로운 기능을 우선순위에 올려놓을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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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예술계 내부는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숙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해봐야 하는 시

기이다. 예술지원을 결정하는 협상 테이블이 지극히 정치적이고 복

잡한 권력 구조 하에서 이루어진다면(Vestheim, 2012), 예술계 스스

로 방향성을 정립하지 않는 한, 정권교체로 인한 지원정책의 예산배

분 변화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정치 간섭 또는 개입의 배제라는 정

치적 자율성의 개념은 적어도 예술지원정책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작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루어내기 어려

운 측면이 존재한다. 특히 한국은 역사적으로 예술지원정책과정에서

예술계가 주도적 행위자로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역사·정치·사회·문화적인 환경을 고려한다면, 한국

에서 정치적 자율성은 정치개입의 완전한 배제 이전에 우선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간 관계에서 대등한 위치를 점하는 것

이 필요하다. 즉, 현재 시점에서 한국 예술지원정책의 정치적 자율

성은 무조건적인 정치 간섭의 배제가 아니라, 예술지원 협상 테이블

에서의 균형 잡힌 조건의 획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자율성을 기본 전제로 하는 팔길이 원칙은 실제 실현 유무

와 상관없이 현대 사회에서 예술이 지니는 고유의 가치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으로 거론된다. 또한 서로의 필요(needs)

에 따라 정부가 예술의 후원자로 등장한 이래 정부 지원이 트로이

의 목마(Trojan horse)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

본적인 안전장치이다. 이는 한국이 예술지원정책과정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정치적 자율성이 가지는 의미와 실현가능성에 대해 끊임

없이 생각해야 할 이유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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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예술지원정책의 가치지향과 정치적 성격

예술지원과 같이 재분배 성격을 가진 정책에서의 예산 배분은 다

른 종류의 정책에 비해 지극히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다(권혁주,

2009). 결국 예산배분은 정부의 예술지원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를 결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는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상술하였듯이, ‘진보와 보수’, ‘좌와 우’라는 정치적 성격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다. 기존의 연구에서 다수의 정책

영역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치적 성격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

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였지만,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며,

또한 확실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바로 평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다

(Baradat, 1994; Bobbio, 1998; 조형근·이건범, 2010; 정진영, 2005;

김경미, 2009). 즉, 진보(좌)는 평등을 계속 확장시키는 것을 지향하

는 반면, 보수(우)는 불평등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구체적으로 진보(좌)는 태생적인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

지만, 이는 소수일 뿐 대부분의 불평등은 사회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교정해야 하고 또한 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이에 반해 보수(우)는 대부분의 불평등은 선천적이기 때문에 많

은 경우 교정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가 인위적으로 평등

주의 정책을 펼쳐서 경쟁을 억제하고 이로 인해 이루어져야 할 업

적을 가로막는다고 인식한다. 경쟁이 성취동기를 이끌어냄으로써 경

쟁력 있는 업적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인식인 것이다(조형

근, 2010: 279).

진보적 성격의 노무현 정부와 보수적 성격의 이명박 정부 모두 예

술지원정책의 최종 목표는 ‘질 좋은 우수한 예술’을 생산이다. 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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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모두 대다수 지원사업의 최종 목표를 우수한 예술로 두고 있음

이 각종 결과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 결국 우수한 예술을 이끌어내

는 과정에서 우수한 예술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과, 우수한 예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예술시장에 관여해야 하는지에 대

한 정책문제의 해결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해결방식의 차이를 가른 것은 평등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인식차이와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를 창작영역과 향유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창작영역에서 예술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예술적 성취 간 관

계에 대한 논쟁에서 볼 수 있다. 진보적 성격의 노무현 정부는 비록

예술지원의 모든 영역에서 문화민주주의의 관점을 달성하지는 못했

지만, 그들이 꿈꾸는 예술계의 모습으로 문화민주주의를 표방하였으

며, 따라서 예술이 창작되는 과정 그 자체에 정책적 관심을 두었다.

또한 그동안 구조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예술 영역에

지원함으로써 예술시장 내에서 자생적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새로운

예술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에 반해 보수적 성격의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에 비해 상대적

으로 명확하게 역량 있는 예술가, 혹은 전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

을 만한 훌륭한 예술의 창작을 강조하였다. 훌륭한 예술을 창작해

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예술가가 재원을 이유로 예술을 포기하지 않

도록 지원하고 성취동기를 높이는 것을 중요하게 본 것이다. 이를

위해 역량 있는 예술가에 대한 집중지원의 방식을 강조하였다. 나아

가 이러한 우수한 예술을 다수의 국민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유지원정책의 핵심이었다. 즉, 보수성향 이명박 정부의 예술

지원정책은 문화민주화를 지향한다. 그리고 실제 위원회의 예산과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가치관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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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이러한 두 정부 간 차이는 결국 선택과 집중의 예술지원이 초래하

는 부익부빈익빈의 예술시장에 대한 논의와 연결된다. 예술경제학계

일부(Abbing, 2002; Menger, 1999; 2006)에서는 이미 예술가가 과잉

공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지원이 이러한 과잉공급을 더

욱 강화하고 있으며, 기존의 예술시장구조에 따른다면 도태되었을

예술가들도 다양한 정부지원(특히, 예술가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이

루어지는 각종 정책)을 통해 여전히 예술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언급한다(Abbing, 2002). 결과적으로 예술시장도 자연스러운 수요공

급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예술지원방

식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두 정부 간 차이는 한국의 진보와 보수를 극명하게

가르는 핵심 내용인 업적주의에 대한 인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보

수성향의 이명박 정부에 따른다면, 우수한 예술가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충분히 함으로써 예술시장의 논리에 따라 역량이 부족한 예

술가들은 스스로 도태되어 나가야 한다. 또한 우수한 예술가들이 필

요한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더 이상 예술 활동을 유지하지 못하

고 예술계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효과

적인 정부지원이 된다. 예술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예술시장만 특별히 바라볼 근거는 없으며, 예술시장의 과잉공급에

대한 다양한 예술경제학계 연구를 일부 인용한다면 이러한 보수의

관점은 더욱 강화된다.

하지만 진보성향의 노무현 정부에서는 다소 다르다. 애초에 우수

한 예술, 혹은 예술가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배경이 예술계 구조적

으로 정해져 있음을 지적한다. 우수한 예술(가)을 선정하는 과정이

기존에 먼저 예술계에 자리 잡은 이들에 의해 결정될 확률이 높고,

특히 이들의 관점이 상당히 엘리트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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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거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이 엘리트주의와 대중주의를 둘러

싸고 논쟁을 벌였던 것과 유사하다. 이처럼 구조에 대한 지적은 경

쟁과 업적주의를 바라보는 진보의 관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또한 노무현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에 많은 관여를 한 것으로 거론

되는 민예총 계열의 상황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2000년대 이전까지

민예총은 예술정책과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왔으며, 기존 예술장

르를 중심으로 예술지원정책이 이루어졌다.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예술의 사회적 참여를 강조해 온 민예총 계열과 그러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여타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예술계 구조 하에서의

예술지원정책을 쉽게 신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이에 대한 우려는 이른바 비주류 장르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명백한 차이를 드러낸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비주류 장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으로써 예술의 다양성에 기여하겠다고 언급하였다. 기존 예술계 구

조상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한 비주류 장르를 지원함으로써 기

회의 평등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보수성향의 이명박 정부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우선 비주류 장르에 대한 언급이 감소하였으며, 대신 우수한 예술이

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분석결과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2기 위원회에서는 비주류 장

르에 대한 지원이 노무현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활용되었

기 때문에 재고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126)

그 결과, 비주류 장르에 대한 예산비중을 줄었을 뿐만 아니라, 비

126) 노무현 정부에서는 생소한 장르에 대한 지원과 함께 과거 정권에서
지원받지 못한 예술가(단체)에 대한 지원을 비주류 지원으로 함께 고려
하였다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장르, 앞으로 예술계 변화
에 의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장르에 대한 지원에 한정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이는 비주류 장르에 대해서도 예술계 내부의 합의가 아직
미진함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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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장르에 대한 지원대상 조건을 조정하였다. 장르에 대한 자격조

건을 조정하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는 지원받았던 단체가 다음 정부

에서는 지원신청서 자체를 내지 못하는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않은 채 전반적인 예산배분 상황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단정하기

는 어렵지만, 지원대상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정

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예술의 도구성과 순수성에 대한 논쟁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예술가(단체)가 달라졌을 것이라 예측가능하다.

심의과정에서 예술의 순수성을 강조하면, 예술의 사회적 효과를 강

조하는 작품 활동에 대한 평가가 인색해질 수 있다. 또한 선정된 심

의위원이 달라지는 것은 결국 심의의 평가기준이 일정 부분 변화했

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127)

요약하면,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 간 벌이는 논쟁(조형

근, 2010)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사실상 교육정책에서 논쟁을 일으

키는 업적주의에 대한 논의는 결국 평등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인

식 차이에 근거한다. 이에 빗대어 예술지원정책도 유사한 논쟁이 있

으며, 이는 진보적 예술지원과 보수적 예술지원정책을 가늠하는 핵

심 기준이 될 것이다. 보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의 사회가 20대

80의 법칙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듯 우수한 예술가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광의의 예술가를 대상으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예술지원정책이 중요한가의 문제인 것이다.

다음으로 향유지원정책의 보편적 접근과 선별적 접근 간 논의이

다. 향유지원정책은 역대 정권을 지나면서 가장 다양한 방식으로 변

주되어온 정책이다. 그리고 ‘문화복지’128)라는 단어로 표현할 만큼

127) 실제 2기 위원회로 전환된 이후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편향된 인사가
심의위원에 있으니 변경하거나 해당 결정사항을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의견이 간헐적으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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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성격을 가진 만큼 개별 정부의 정치적 성격이나 대통령

의 가치관이 명확히 반영되는 부분이다. 문화복지에 관한 다수의 연

구와 보고서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

소하기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였으며, 이명박 정부

에서는 이를 더욱 견고히 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쳐나갔다고 언급

하면서 이는 선별적 접근의 문화복지정책이라고 설명한다(김휘정,

2012; 용호성, 2012).

하지만 예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보적 성격의 노무현 정부

는 예술지원정책에서 이념적으로는 보편주의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은 「창의한국」

을 비롯한 당시 노무현 정부 보고서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이후 정부에서 민주통합당으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편적 복지를 문화복지

정책 비전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휘정, 2012: 10).

아울러 소외계층의 개념을 이명박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게 정

의내렸다. 하지만 이러한 이념적 지향에도 불구하고 집행방식은 선

별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소외계층은 이명박 정부에 비해 다양

하고 폭넓게 정의하였지만, 집행과정에서 핵심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예산을 우선 지원하였다.

이에 반해 보수성향의 이명박 정부는 소외계층의 개념을 협의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득, 장애, 지역, 연령, 학업, 직업 등 다

양한 요인으로 소외계층을 들여다보고자 하였던 이전 정부에 비해

경제적 기준, 즉 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는 오히려 대다수

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반적인 향유정책에 소홀하지 않기 위해

서 정책대상을 중심으로 향유정책과 문화복지정책을 분리해서 본

128) 한국에서 ‘문화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학술적으로 등장하였다기보다
향유자에 대한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용어이다(국
회입법조사처, 2012: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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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이다. 이러한 관점은 당시 집권정당인 새누리당의 강령과 문화

복지정책 비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김휘정, 2012).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방향을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맞춤형 복

지라고 강조하였으며, 구체적인 집행방식에서는 소외계층을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이후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바우처 정책을 큰 폭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문화바우처 정책의 확대는 시사하는 바가 크

다. 중앙부처인 문화부의 향유지원정책의 예산배분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위원회가 진행하는 향유지원정책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전 정부에 비해 훨씬 선별적 접근의

집행방식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집행하는 대부분의

향유지원예산이 문화바우처로 집행되고, 나아가 이러한 문화바우처

의 정책대상이 경제적 기준으로 압축되면서 다른 향유지원정책이

펼쳐질 여지가 크게 축소되었다. 한 번 시행된 복지정책을 축소시키

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고려한다면, 재원의 획기적 증대를

제외하고는 향유지원정책은 경제적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한 문화바

우처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향유지원정책에 대한 두 정부의 가치지향을 요약하면, 이념적으로

는 다른 복지정책영역과 같이 보편적 접근과 선별적 접근에 대한

차이가 드러났지만, 실제 집행방식에서는 두 정부 모두 선별적으로

접근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정책대상자의 범위를 지정하는 측면

에서는 진보적 성격의 노무현 정부가 보수적 성격의 이명박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편적 접근에 치우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는 진보적 성격의 노무현 정부가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더

욱 민감하여 그동안 구조적으로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계층의 범위

를 더 넓게 인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반해 보수적 성격의 이

명박 정부는 시장(market)의 관점에서 정부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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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자격 검증이 용이한 집단을 대상으로

향유정책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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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본 논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지원정책 예산이 실제 배분

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과연 한국의 예술지원정책이

위원회 설립이라는 조직 자율성의 획득 이후, 팔길이 원칙에 부합한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즉, 정

치적 성격에 따라 예술지원정책이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충

분한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 하에 진보

적 성격의 노무현 정부와 보수적 성격의 이명박 정부를 분석하였다.

예술지원정책의 정치적 자율성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연구의 분석

대상인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정치적 성격을 선행연구에 따라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으로 전제하였다. 그리고 각 정부의 정책책

임자인 장관의 발언과 각 정부에서 발간한 다양한 정책보고서의 내

용을 통해 정치적 성격을 정책이념, 정책수단, 정책결과의 분배로

나누어 세부적인 예산배분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라 정치적 성격이 다른 두 정부의 구체적인 예술지

원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예술지원정책의 정치적 성격을 구분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정권교체에 따라 변화하는 예술지원정책의 예

측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적 맥락에서

정치적 성격의 기준을 설정하고 예술지원정책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시·공간에 따라 지극히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예술지원정책의 특성

을 반영하여 적실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실제 예술지원정책은 정치적 성격이 다른 두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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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적인 예산배분 결과를 통해 실질적으로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

하지 못하였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시·공간을 막론하고 진보와 보수

를 가늠하는 핵심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평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예술지원정책에 반영되었다. 아울러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위원회

전환 이후에도 문화부를 비롯한 상위기관의 개입이 빈번하게 이루

어졌으며, 현실적으로 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수용하는 전략 이외에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창작지원정책에서 보수적 성격의 이명박 정부는 성과

와 경쟁을 강조하고 직접적인 방식의 지원보다 예술공간을 중심으

로 우회하는 간접지원 방식을 선호하였다. 이에 반해 진보적 성격의

노무현 정부는 비주류 장르에 대한 배려와 함께 전반적으로 예술계

정책대상이나 장르적으로 균등한 배분 양상을 보였다. 세부 지원정

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인 예술지원정책의 방향은 노무

현 정부는 분산형 지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명박 정부는 집중형 지

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향유지원정책에서 진보적 성격의 노무현 정부는 이념적으로는 보

편적 접근을 지향하며, 복지정책의 관점을 정책의 한 축으로 끌어들

였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보편적 관점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

다. 보수적 성격의 이명박 정부는 보편적 접근과 선별적 접근이 결

합한 맞춤형 복지를 예술지원정책에도 유사하게 반영하였으며, 구체

적인 집행과정에서는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위해 선별적 접근을 선

택하였다. 특히 정책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을 경제적 기준에 집중한

문화바우처 정책의 확대를 통해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차이가 드러난 두 정부의 예술지원정책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예술지원정책의 정치적 성격에 관하여 한국적 맥락

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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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위원회 전환이라는 조직 변화를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입의 완전한 배제라는 의미의 정치적 자율성은 아직 요원하

다는 것이다. 현대 국가에서 예술지원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은 정치

인, 정부관료, 관련 전문가, 예술가 등 각기 다른 행위자 간 협상 결

과에 따른다. 각 행위자의 가치관과 보유한 자원, 활용가능한 전략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인지하는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된다. 하지만 한국의 위원회가 가진 한계는 이

러한 예술지원정책의 협상 테이블에서 다른 행위자들과 균형 있는

관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원회 전환 이후 외부에서는 예술지원정책 예산을 배분하

는 결정권한이 위원회에 있다고 믿지만, 실제 예산배분이 이루어지

는 과정과 그 결과물을 보면, 충분한 수준의 정치적 자율성을 획득

하지 못한 채 정치적 영향력 하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처럼 정치적 성격이 다른 두 정부에서 수행한 예술지원정

책의 내용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 것은 물론이고, 최소한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방향성도 드러나지 못했다.

결국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라 앞으로 한국의 예술지원정책과정

에서 살펴보아야 할 정치적 자율성의 문제는 원론적 의미의 정치개

입의 배제 이전에 가장 중요한 단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선행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은 예술지

원정책이 결정되는 협상 테이블에서 다른 행위자들과 객관적으로

충분히 동등한 조건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예술지원정책은 진보와 보수(좌와 우)라는 정치적 성격에 따

라 상당히 다른 정책방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적 맥락에

서 진보와 보수적 성격의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지향은 명백히 다른

점이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는 다른 정책영역과 유사하게 업적주의

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와 높은 상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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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재해석에 충분히 설명하였지만,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아직 한국의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

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정책대상자인 예술계 내부에서도 충

분히 논의하고, 일정 수준으로 합의하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예술계가 대내외적으로 충분히 인지할 필요

가 있으며, 향후 관련 연구과정에서도 예술지원정책의 정치적 성격

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연구의 함의

예술지원이 전통적인 후원의 개념에서 벗어나 현대 국가의 주요

정책 영역으로 포함되기까지의 역사는 극히 짧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본격적인 예술지원정책은 근대 국가의 개념이 정립되고,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이 지난 뒤에야, 서구 선진

국들을 중심으로 질 좋은 예술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전쟁 이후 황폐화된 현실을 복원

하는 과정에 더 많은 역량을 쏟아야 했기 때문에 예술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다룬 시기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더욱 짧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 예술지원정책의 최근 흐름을 분석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실제 현실에서 예술지원정책이 받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규범적인 논쟁에 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태로 나타나는지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

다. 기존 연구에서는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권력 친

화적인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다루거나, 부정적 요인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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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정책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예측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성격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 중 하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착안한 것은 정치적 성격의 상대성을 이해

하고, 정책내용의 명확한 비교를 위해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비

교 기준을 활용한 것이다. 정치적 성격을 이분법으로 나누어 보는

방식을 둘러싼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위원회 전

환 이후 한국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라는 이름으로 치열한 대립이

이루어진 예술지원정책의 한국적 맥락을 대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분법에 따른 비교를 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각각의 정치적

성격을 가진 예술지원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특성을 귀납적으로

도출함으로써, 향후 예술지원정책의 가치지향을 논의해가는 과정에

서 그 논점을 명확히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정치적

성격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예술지원정책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

는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유용한 분석틀(frame of reference)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분석결과에 따라 한국 예술지원정책이 정치적 자율성을 갖

는다는 것은 최소한 현재까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론적으로 정치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팔길이 원칙은 정

부의 예술지원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실제 작동하기 어

려운 원칙이라는 점은 세계 각 국의 개별 정책사례에서 일부 드러

난 바 있다(Aguayo, 2012). 하지만 이러한 팔길이 원칙의 한계를 특

정 사건(event)에 집중하여 분석함으로써 개별 국가의 정책변화와

한계를 면밀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맥락에서

정권의 정치적 성격의 차이에 따른 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연구의 결과, 한국에서의 정치

적 자율성의 실질적 의미는 그동안 이론적으로 언급되어 온 정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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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의 배제 이전에 위원회가 협상 행위자로서 다른 행위자들과 동등

한 위치를 획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이끌어 내었다.

셋째, 본 연구는 문화정책의 다양한 영역 중 예술‘지원’정책에 중

점을 둔 연구로서, 한국 예술지원정책의 역사적 흐름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2004년~2013년) 예술지원정책의 역사를 정

리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인사문제와 각 정권에서 내세운 비

전 혹은 공약을 중심으로 한 거시적 접근방식에 따라 예술지원정책

을 살펴보았다. 혹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전반적인 예술정책을 다

루는 경우가 많았으며, 위원회가 집행하는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관

심은 매우 미미하였다. 하지만 위원회의 예술지원정책이 실제 창작

영역에서 생활하는 예술가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세부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시작점으로 활용가능하다.

한편,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

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예술지원정책에서 정책당사자인 예술계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지원금이 개인에게 얼마나 가는가가 아니라, 바로 정책과정

에서 수시로 개입되는 정치적 영향력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 것

인가, 혹은 예술계 입장에서 합리적이라고 여길만한 수준의 타협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내는가이다. 그동안 예술계는 지원심의과

정의 세부적 기준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는 실제 예술가

개인의 예술 활동 가능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것이 바로 ‘돈’이기

때문에 나타난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따라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

원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문화부 등 상위기관을 중심

으로 위원회의 예술지원정책 운영에 대해 다양한 개입이 이루어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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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지원심의과정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상위기관이 위원회 운영에 정치적으로 관여

하는 행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술계 스스로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개입과정에서는 현장예술계나 위원회 자체적인 논의

과정을 넘어서서 상위기관이 주도하여 담론을 구성하였는데, 민간합

의기구라는 위원회의 설립취지와도 맞지 않다. 즉, 위원회의 방향과

운영방식 등에 대해 예술계가 먼저 스스로 담론을 주도하고 일부

합의를 이룬 후에, 각종 상위기관 및 외부전문가, 정치인들과 협상

테이블에 나갈 수 있는 수준의 의제 및 담론형성 기능을 수행할 필

요가 있다. 이는 결국 예술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민간합의기구인 위

원회의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

인 해결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예술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

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의 권위가 살아나지 않을 것

이다. 또한 정치적 성격이 다른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예술지원정책

의 내용은 매번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원회 기능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성을 제

기한다. 기존의 위원회는 예산배분의 결과 그 자체나 그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과정에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 담론형성 기능에 무관심하

였다. 예를 들어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기관이라는 입법부, 즉 국회

는 크게 입법기능, 행정부통제기능, 담론형성기능을 갖는다(임성호,

2018). 현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입법과 행정부통제기능이 중시

되어 왔다면, 최근에는 국민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을 선도하

여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다른 기능과 마찬가지로 국회에게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대의 기능, 즉 민의를 반영하여 정책 혹은 법안으로 구체

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원회에 접목시키면, 위

원회 내부에서도 심의를 비롯한 결정 그 자체보다 과정상의 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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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정보전달, 담론현성, 신뢰조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위원회 전환이라는 조직자율성이 예술지원정책 내 실질적인

정치적 자율성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논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성격이 다른 두 정부의 예술지원정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과 함께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설명하고 있

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진보적 성격의 정부와 보

수적 성격의 정부는 정책이념, 정책과정, 정책결과의 배분 측면에서

우수한 예술의 창작과 향유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예술지원

정책을 각기 다르게 집행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의 변화는 최종적으로 수혜를 입는 대상을 달

라지게 하거나, 대상자 선정 방식 등에서 일부 변화를 주었다. 이는

지원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예술가들, 즉 수혜집단의 예측가능성을 떨

어뜨려 정권교체가 자신들의 예술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

를 갖게 만든다. 정치적 성격이 다른 정권의 교체 그 자체만으로 이

미 지원조건을 변화시키는 효과, 즉 상당히 강력한 강제력을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정치적 성격이 다른

정부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두 정부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단 하나의 정부가 진보 혹은 보수라는 정치적

성격을 대변하고 있다. 향후 집권한 정부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한국의 시·공간적 맥락을 반영한 예술지원정책 역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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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치적 성격이 다양한 스펙트럼 상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비교를 위해 정치적 성격을 이분법으로 구성함으로써 나타

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상술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지고

나면 보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시간이 흘러 연구대상인 개

별 정부 사례가 축적되면 장기적으로 정치적 성격의 스펙트럼을 지

금의 연구보다 더 세분화하여 분석해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시간적 범위가 2004년에서 2013년으로 비교적 과

거의 시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왜곡된 기억이 줄 수 있는 한계에

서 벗어나 객관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 이미 기록이 완료된 예산내

역과 회의록만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일정 부분 객관성

을 담보하였을 수는 있지만, 당시 위원회 조직의 전후사정, 혹은 위

원 개인의 상황과 입장을 미처 다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

넷째, 미시적으로는 세부 사업들 중 상관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역협력형 사업을 확대하였는데, 이에 대한 상관관계를 별도로 명

확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즉, 개별 지원사업마다 다

른 도입배경 및 정치적 환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고려해

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세부 기준들 간, 혹은 세부

사업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개별 정책 연구들이 축적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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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begins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Arts Council Korea(ARKO) in 2005 has led to

increased political autonomy of art support policy. According to

the arm’s length principle, the art council should be distanced

from the politics. However, political autonomy can be harmed if

art support policies appear inconsistent under the influence of the

new administration. In this regard,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degree to which political factors intervene to determine the

art support policy and furthermore, to compare patterns of policy

changes under the different administra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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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now, scholars have not much paid attention to the

political nature of art support policy although it is difficult to

secure political autonomy in reality. Research on the art support

policy has been heavily focused on case studies of individual

support policies based on the prescriptive approach. In addition,

the Art Council Korea, which leads the discussion regarding the

arts support policy, is rarely identified. Political nature has been

studied only in terms of negative factors that hinder the

autonomy of art or human resource management. There is a lack

of consideration of when and how the political factors influence

the arts support policy in the policy proces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analyzing systematically the art

support policy in Korea based on the viewpoint of political

autonomy. In order to examine whether the political autonomy

was achieved or not, this research paid attention to political

nature under two different administration,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former is known as the liberal president, the latter is known as

the conservative president. Analyzing the speeches of the former

Ministers of the cultural department and related literature

reviews, it verifies that the liberal/conservative dichotomy is

valid. The budget allocation for supporting art under each

administration was thoroughly investigated with a framework of

political nature including policy ideology, policy instruments, and

the distribution of policy outcomes. Furthermore, the committee

minutes and other official documents were used as a reference

for the better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Results of the research reveal the political nature and changes of

the art support policy in the Korean context, and this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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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 criteria to improve the predictability of policy changes.

The main results comparing the arts support policies of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confirms that the art

support policy in Korea is not free from political influences in

practice. In particular,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equality,

a criterion to distinguish between liberalism and conservatism, is

reflected in the art support policy changes. Budget allocation

decisions were also highly affected by the higher authority of the

committee and other external environments.

Second, it shows that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was

likely to fairly allocate budget for all genres of art through the

direct support channels. On the contrary,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emphasized competitions and performance, and

preferred indirect support such as funding for art space. Overall,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ended to decentralize supports

while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emphasized the

concentrated support.

Third,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was ideologically

oriented toward the universalism, but could not fully realize its

political philosophies in the actual execution process. Still, it is

significant that this administration took into account art policies

encouraging the enjoyment of citizens.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chose the selective approach emphasizing the

efficiency of budget allocation in the implementation stage. For

example, policy beneficiaries were selected based on economic

standards including income. It is not only that the scope of

beneficiaries was narrowly defined, but that the main goal of the



- 262 -

policy was the maximizing the efficiency of budget allocation.

This study suggests two implications relevant to the art

support policy in Korea. First, it was expected that political

autonomy can be achieved through organizational transformation

from the organization under the government agency(Korea

Culture and Arts Foundation) to the committee(Art Council

Korea); however, the art support policy is heavily affected by

political debates in practice. The critical problem is that the Art

Council Korea does not have an equal status with other actors

on the negotiating table, where the arts support policy is formed.

Political environments control budget allocations. Make matters

worse, even the artworlds itself does not reach the consensus

regarding the way to attain the independence of the arts support

policy. The Art Council Korea with an objectively balanced

relationship with other actors will lead the political autonomy in

the art support policy in Korea.

Second, according to the political nature of the liberalism and

conservatism, approaches to the arts support policy are quite

different. Specifically, these are highly associated with different

perspectives on achievement which is the same as other policy

areas in Korea. However, despite this difference in recognition, it

is difficult to assess which way is better in Korea because the

artworlds, as a primary stakeholder, has not discussed so f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systematically and variously

for the art support policy reflecting the difference in recognition

in the future.

Finally, this research derives implications as follow. In the

theoretical aspect, it is meaningful that this research prov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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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ve and systematic understandings on the arts support

policy. Despite the fact that a large number of normative debates

about the political influence on arts support policies have been

made in reality, there is still a lack of research encompassing

diverse aspects. This study attempts to overcome this limitation,

and it can help understand the contents of art support policy.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hat Arm’s length principle cannot be

applicable in the Korean case. Moreover, it will contribute to

expanding research on the arts support policy. In terms of policy,

this research indicates that the artworlds should pay attention to

the role of information delivery, discourse formation, and trust

building to reach a consensus as well as the process of

deliberation. In addition, changes in the administration lowers the

predictability of the beneficiary group(especially artworlds) when

the political autonomy of the arts support policy is not secured.

Keywords : Arts Support Policy, Autonomy, Arm’s length

principle, Political Orientation, Budget Analysis, Arts

Council Korea

Student Number : 2012-3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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