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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사회와 대충문화의 정치적 합의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방식으로든 

긍정적인 방식으로든 대중사회 및 대중문화훌륭 대중 민주주의와 동일시하거 

나， 아니면 정반대로 전체주의 위험율 안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양극단의 

평가 사이톨 오가는 것이었다. 대중문화와 민주주의의 판계톨 사회과학적으 

로 연구하자면 먼저 대중문화의 역사적 형성기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는 

데， 여기서 공론장의 구조변동에 대한 하버마스의 논의는 유용한 훌발점을 

제공해훈다. 18서|기 부르주아 공론장의 성장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발생 

과정과 긴잃히 연형되어 있었다. 더 나아가 우리는 18-19서|기 도시 노동계 

급의 독자적인 문화에서 평민적 공론장의 가능성마저 추적해볼 수 있다. 그 

러나 20세기 둘어 문화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노동계급이 대중문화의 

형식울 통해 체제 내로 통합되면서 대중문화의 민주주의적 잠재력은 구조적 

으로 제약 당해온 것으로 보인다. 오눌날 미디어 문화로 정의할 수 있는 대 

중문화와 민주주의의 관계률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한 방편은 국가와 시장， 

그리고 미디어 및 문화산업의 상호작용 관계훌 시민적 자유와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 문화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제공휠 수 있다. 국 

가에 의한 의사소통의 왜곡과 제약은 여전히 지숙되고 있다. 하지만 자본이 

내세우는 탈규제와 시장 원리가 미디어 산업의 독점을 가속화하고 ‘시장의 

검얼’ 율 가동시켜 문화적 다양성율 오히려 억압함으로써， 이제 문화적 민주 

주의에 대한 더 큰 위협온 점점 더 국가보다도 시장으로부터 나온다. 

1. 대충훈확， 대충샤획 , 민추주의 

대중문화와 민주주의의 관계훌 살펴볼 때， 대중사회 이론의 두 가지 주요한 지 

적 배경을 지적하고 있는 콘하우저의 논의는 제출된 지 40년 이상이 넘었지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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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많다1) 그에 따르면 대중사회에 대한 귀족주의척 

비판은 19세기 유럽 사회의 혁명척 변화， 특히 프랑스 혁명과 1848년 혁명에 대한 

반발올 그 배경으로 한 것으로， 대중 참여의 출현에 대항하여 엘리트적 가치들올 

지적으로 방어한다. 다른 한편， 대중사회에 대한 민주주의적 비판은 20세기 러시 

아와 독일에서의 전체주의의 퉁장에 대한 반발로서. 전면적인 지배에의 경향이 있 

는 엘리트의 둥장에 대항하여 민주주의 가치들올 지적으로 방어한다(Kornhauser . 

1987: 296). 민주주의(론)의 견지에서 바라보는 대중문화 역시 대체로 이러한 양 

극 사이를 오가는 것이었다. 그것은 대중민주주의와 동연(同延)적인 것으로 간주 

되거나. 아니면 민주주의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나아가 전체주의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여져져 온 것이다. 

물론 대중사회 및 그것에 대한 (비판적) 이론이 대중문화 및 그것에 대한 (비판 

적) 이론과 완전히 통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중사회 이론들의 지적 배경에 

대한 콘하우저의 논의에서 기존의 대중문화 이론들이 대중문화의 정치적 함의 및 

민주주의와의 연관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들올 유추해내는 것이 그리 무리한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대중사회 (mass society) 개념과 대중문화(mass c비t뼈) 개념은 

서로 떼어놓기 어려울 정도로 밀접히 맞물린 가운데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대 

중문화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2) 그 핵심에는 대중문화란 무엇보 

다 대량소비를 위해 대량생산된 상품으로서의 문화라고 보는 관점이 있으며， 이런 

1) 이 논의률 담고 있는 론하우저의 책 r대중사회의 정치」는 1959년에 출간되었다(W피iam 

Komhauser, 재e Politics 01 Mass Society, New Yorlc 까le F:π~ Press). 

2) 존 스토리는 대중문화를 정의하는 방식들을 다옴과 같이 청리하고 있다.00 많은 사랍 

들이 폭넓게 좋아하는 문화，@ 고급문화를 제외한 잔여범주로서의 문화，@ 대량소비 

를 위해 대 량생산된 상업 문화로서의 대 량문화(mass culture) , @ 민중(the people)으로부 

터 발생되는 문화，@ 헤게모니 투쟁， 즉 저항과 홍합의 실천이 일어나는 영역，@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의 구분올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입장에서의 정의 ，(j) 산업 

화와 도시화에 뒤따라 일어난 문화(Storey ， 1994: 18-32). 스토리는 대중문화를 뜻하는 
용어로서 ‘massc띠.ture’ 보다 'pop비arc띠ture’ 라는 용어률 쓰고 있으며 , 대중사회 이론과 

밀접히 연판된 대중문확의 정의는 그의 분류에서 @에 해당한다. 그러나 ’pop비따 

culture’ 용어나 @의 정의 동도 역시 대중사회의 역사척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정의 방 

식이다. 스토리 자신이 위의 정의 방식들 모두에 공통적으로 함촉되어 있는 것이 @의 

정의 방식임율 분명히 하고 있다(같은 책: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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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 대중문화는 산업화와 도시화률 토대로 한 문화로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에 의존한다. 이와 같이， “대중문화를 현대문화로 인식하는 것은 근대 서구 시민 

사회로서의 대중사회에 대한 인식올 기저로 하고 있다’ (강명구. 1993: 18). 대중 

사회 개념의 역사척 기원이 자본주의의 급속한 산업화와 밀접하게 맺어져 있고， 

그 주요한 특정들로 봉건척 전통의 붕괴와 근대적 합리주의， 이에 따른 권위의 위 

축과 확산， 자본주의척 노동 분엽의 발전， 대규모 공장과 대량 상품생산， 도시화와 

인구집중， 의사결정의 중앙집권화，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발달， 노동계급 

의 선거권 확대에 따른 정치적 대중운동의 발달， 대중(노동계급 및 중간계급)의 

정치 및 사회 내로의 통합， 일차집단의 붕괴에 따른 개인의 고립화， 원자화 및 익 

명성의 중가 퉁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대중문화는 이러한 역사적 변화를 배경으로 

성장하였다. 그 과정을 맥도날드는 다음과 같이 압축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민주주의와 대중교육이 구 상류충의 문화독점울 무너뜨렸다. 기업온 새롭게 각 

성된 대중의 문화적 수요가 이융 높은 상품 시장이 되는 것을 알았다. 기술의 진 

보는 이 상품 시장을 위해 서척， 정기적 잡지， 그렴， 음악， 그리고 가구 둥올 대량 

으로 저렴하게 생산하게끔 했다. 현대의 기술 발전은 문화의 대량생산과 대량분 

배에 특히 적절한 영화와 텔레비전 풍의 새로운 미디어를 나오게 했다 

(MacDonald. 1987: 45). 

이와 같이 , 산업화와 대중사회를 토대로 하여 대중문화가 형성된 과정은 대중에 

의한 문화의 향유라는 문화 수용자충의 확대， 이렇게 창출된 문화시장올 겨냥하여 

자본올 투자하고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문화산업의 성장， 그리고 문화상품의 대량 

복제를 가능케 하는 테크놀로지의 발명 및 발전이라는 세 가지 요인의 결합 과정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대중문화 개념과 옐 수 없는 또 하나의 개념 

인 대중매체 (massm려ia)는 문화산업 및 그 자본과 대 량복제 테크놀로지의 결합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문화 수용자층의 확대는 정확히 대중문화의 민주 

주의적 측면올 지시하고 있다. 맥도날드 자신은 대중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지만， 위의 인용문에서 그가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듯이 대중문 

화의 형성과 성장은 민주주의와 대중교육이라는 대중문화외척인 정치적， 사회척 

민주화에 힘입고 있으며， 또한 구 상류충과 지배 엘리트가 독점적으로 문화를 향 

유하던 상황올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중간계급 및 노동계급올 비롯한 다양한 계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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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중들이 문화률 즐길 수 있게 함으로써 일정한 정도 문화적 민주화를 실현한 

것이다. 

바로 이 민주주의척 측면이 대중사회에 대한 귀족주의적 비판， 즉 엘리트주의척 

비판론이 대중사회와 ‘대중사회의 문화’ 로서의 대중문화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이유가 된다. 콘하우저에 따르면 르봉(Gustave Le Bon)과 토크벌(Alexis de 

T쩍ue에lle) 이래 이러한 대중사회 비판자들은 명동주의의 증대가 전통적 권위의 

상실과 엘리트의 지배 독점 상실올 야기함으로써 ‘무자격자돌의 통치’ 상황인 ‘대 

중의 반란’ (오르테가 이 가세트 José Ortega y Gasset)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면서 대 

중의 의사권위가 지배하는 대중사회를 경멸적으로 묘사한다(Komhauser ， 1987: 

3따5) .3) 이러한 대중사회의 문화척 상황은 총체성 없는 지성과 그 박식한 어리석 

음(가세트) , 유기적 공동체의 해체와 문화적 무정부상태(매튜 아놀드 Matthew 

Amold) , 공유문화의 소수의 문화와 대중문화로의 분열 및 소수 엘리트가 유지해 

오던 문화의 위기(리비스 F.R. Leavis 엘리어트 T.S. Eliot) 둥으로， 역시 경멸적인 

탄식조로 묘사된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에서 볼 때 이런 귀족주의적인 입장은 대 

중참여에 저항하려는 자신의 바로 그 정치적 입장에 의해 대중사회 및 대중문화가 

민주주의의 확대와 밀접히 연판되어 있음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드러내준다고 할 

수있다. 

이에 비해 대중문화의 민주주의적 성격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입 

장이 대중문화 긍정론 또는 가치중립론이라 할 수 있는 관점이다. 대체로， 1950년 

대부터 미국에서 벌어진 대중문화론 논쟁에서 대중사회와 그 문화를 낙관적으로 

보는 비평가들은 정치적으로 자유주의적인 다원주의척 가치를 견지하고 있다. 스 

윈지우드는 이들의 판점올 대중사회에 관한 다원주의적 · 진보주의적 사회진화론 

의 관점이라 명명하면서 콘하우저 식의 분류에다 제3의 범주로서 추가하고 있다. 

이 관점은 대중사회와 대중문화를 민주주의나 다원주의와 동일시하면서 대중문화 

3) 귀족주의척 또는 옐리트주의적 대중사회 비판자들이 모두 통일한 해족주의적 가치톨 

추구하였거나 통일한 차원에서의 논의률 전개한 것은 아니다. 예률 들어 콘하우저는 이 

입장으로 분류되는 이론가들 가운데 만하임(Karl M뻐nheim)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적 

가치률 가지고 있었음올 지척하고 있다(Komhause ， 1987: 299). 또 서규환(1993: 17)은 

가세트의 대중 개념은 사회과학적 의미에서의 특정한 집단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지성 

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지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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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의 발전파 개인의 자윷성 및 인간성의 가치률 중진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다. 다원적 사회에서는 인류역사상 최초로 광범위한 대량의 인구가 민주적인 대중 

문화에 관여하게 되었으며， 대중문화 비판론자들의 주장처럼 문화가 획일화 · 동 

질화된 것이 아니라 상이한 취향 수준들로 계충화되고 그 소비 역시 다양화되었 

다. 이런 입장에서 이들은 ‘mass 디llture’ 가 아니라 ‘α끼P띠arculture’ 로서의 대중문화 

개념올 사용하기를 더 좋아한다(Swingewα녕， 1984: 53-9, 156-7). 대표적으로 쉴 

즈(Shils ， 1987)는 대중사회의 특정으로 권위의 신성불가챔한 위력의 소멸， 시민참 

정권의 광범위한 확산， 도덕적 명퉁주의， 개인정신의 고양， 대중의 문화적 욕구 및 

감수성의 각성 동을 꼽으며， 대중사회의 문화률 우수한 문화， 범속한 문화， 저속한 

문화로 나누는 가운데 범속문화나 저속문화의 생산이 반드시 고급문화의 타락과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올 강조한다. 예률 들어 대중매체는 고급문화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렇다고 해서 고급문화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도 엿보이듯이 쉴즈는 대중문화 전체를 긍정한다기보다 대중매체의 기능적 중립 

성올 변호하는 듯한 인상올 주는데(서규환， 1993: 27) , 대중문화에 대한 가치중립 

적인 입장은 허버트 캔스에게서 더 뚜렷하게 표방된다(김창남， 1998: 33). 사회계 

충에 따라 다수의 취 향문화률 구분하는 캔스(Gans ， 1977)는 대중문화(popul따 

culture) 역시 고급문화와 함께 여 러 문화계충의 취향에 따른 문화의 하나로서 고 

급문화와 동퉁한 가치나 중요성을 갖는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적인 문화 다원주의 

론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귀족주의적 대중사회 비판론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다원주의척 대중문화론이 

긍정척인 방식으로 대중사회 및 대중문화를 민주주의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데 비해， 민주주의적 비판론은 정반대로 전체주의의 위험이란 시각에서 대중사회 

와 그 문화를 조망하고 있다. 이런 판점에서 볼 때 대중사회란 오히려 소수가 다수 

를 통제하는 사회이며， 여기서 자유의 상실은 개인의 사척 영역에서까지 판철되는 

대중조작과 대중동원에 기인한다. 대중의 특정은 귀족주의적 입장이 상정하는 것 

과 같은 야만성파 후진성이 아니라 고립과 무정형적인 사회관계이다. 결국 개인들 

이 원자화되고 공동체가 상실되는 대중사회는 전체주의와 의사공동체에 의한 전 

면적 지배를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Komha뼈r， 1987: 305-7). 

대중사회를 전체주의로 보는 시각은 레드러 (Emil Lederer)와 아렌트(Hannah 

Arendt)를 비롯하여 (KI빼lIlU앞， 1987) 밀즈(C， Wri앙1tM퍼s)와 프랑크푸르트 학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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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상가들에 의해 제출되었지만(S빼ngewo여， 1984) , 이런 판점에서 대중문화의 

성격올 분석한 가장 영향력있는 이론은 역시 프량크푸르트 학파의 호르크하이머 

와 아도르노가 제시한 문화산업론이다꺼 『계몽의 변증법』에서 이들온 ‘대중문화’ 

라는 용어 자체가 마치 대중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문화라는 뜻을 내포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에서 ‘문화산업 (c띠ture industry )’ 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였으며， ‘대중매 

체’라는 용어 역시 동일한 이유에서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5) ‘문화산업’이란 용 

어는 현대 대중사회에서의 문화란 이윤올 위해 생산된 상품이란 점을 나타낼 뿔만 

아니라 대중사회와 대중문화를 관통하는 사불화의 논리를 폭로한다. 여기서의 ‘산 

업’ 은 글자 그대로의 (개별적 인 문화)산업 보다는 사물과 문화상품 자체의 표준화 

및 배포 기술의 합리화， 즉 도구척 합리성올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Adomo ， 

1991: 87; 김창남， 1998: 58). 이 사물화된 문화는 모든 것올 동질화하고 양화하고 

상품화하며， 통일하고 진부한 것올 반복 재생산하고， 욕구 충족을 영원히 불가놓 

하게 하며 충동올 억압하고， 문화와 광고 및 선전， 고급예술과 저급예술을 융합한 

다. 이러한 문화산업은 무엇보다도 비판척 사유의 가능성올 압살하고 위로부터 의 

식의 획일화를 강요함으로써 자율적 개인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고 지배의 심미 

적 둥가물’ 이 된다(Horkheimer and Adomo , 1995: 169-228). 호르크하이머와 아도 

4) 1950년대 이후 미국의 대중문화론 논쟁에서 다원주의적 대중문화 긍정론과는 달리 대 

중문화를 비판적으로 명가한 논자들(본문에서 거론된 맥도날드를 비롯하여) 역시 프랑 

크푸르트 학파의 이론과 분석에서 큰 영향올 받았다. 

5) 아도르노는 훗날 “문화산업 재론(C띠ture Industry Reconsidered)" 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회 

고하였다.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는 아마도 호르크하이머와 내가 1947년 암스테르담에 

서 출간했던 「계몽의 변증법」에서 처음 사용되었을 것이다. 초고에서 우리는 ‘대중문 

화(mass culture) ’ 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 용어의 용호자들에게 동의할 수 있올 만한 해 

석， 즉 그것이 대중들 (the masses) 자신들로부터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문화. 현대적인 

형태의 대중예술(popular art)과 같은 어떤 것의 문제라는 해석올 처음부터 배제하기 위 

해 그 표현을 ‘문화산업’ 으로 대체하였다 소비자는 왕이 아니다. 소비자는 문화산 

업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듯이 그것의 주체인 것이 아니라 그것의 객체(대상)이다. 

문화산업을 위해 특별히 연마왼 대중매체 (mass-m혀ia)라는 단어， 바로 그 단어는 이미 

강조점을 무해한 지형으로 옮겨놓는다 대중이란 문화산업의 척도가 아니라 그것의 

이데올로기이다." (Adomo , 1991: 85~) 그러나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가 다른 저작 

들에서도 대중문화와 대중매체라는 용어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정 역 

시 지적되어야 하겠다(Ho뼈eimer， 1982 및 Adomo, 1991에 실린 여러 글플을 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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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의 문화산업론은 파시스트 체제의 대중동훤과 그들이 나찌 독일올 피해 망명 

생활올 하던 미국에서 다시 한번 절감한 대중문화의 일차훤성과 같은 역사척 체험 

에 근거해 도구적 이성의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사물화된 문화가 비판과 사유를 

불가능하게 하고 대중조작의 지렛대로 작용함을 경고한 것이다. 따라서 션전이 승 

리하는 문화산업의 총체적 효과는 ‘반(反)계몽주의’ (Adorno , 1991: 92) , 더 나아 

가 .대중기만으로 전락한 계몽’ (Ho뼈eimer and Adorno , 1995) 이다. 

이상과 같이 대중사회와 그 문화는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그 자체와 동일시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주의로 치부되는 정반대의 명가 사이에서 진동해왔다. 물론 

대중사회 이론들이 곧잘 노정하는 것처럼 대중문화를 ‘대중사회의 문화’ 라는 식 

으로 접근하는 것만으로는 대중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모델을 제시하거나 적절한 

분석올 내놓기에는 미홉한 것이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2차 대전 이후 미국에서의 

대중문화 논쟁 역시 이론척인 논의의 성격보다는 미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둘러싼 이데율로기적 대결의 성격이 강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원용진， 

1996: 101). 더구나 그 논쟁은 곧잘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에 대한 찬반 양론으로 

귀결되어 결과척으로 문화적 취향 논쟁으로 축소되곤 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대 

중사회 및 대중문화에 대한 이론적 시각들이 갖는 정치적 입장 또는 함의를 분명 

히 밝히고 분류를 시도하는 콘하우저나 스윈지우드 식의 접근은 대중문화를 사회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데 있어 극히 중요한 지척 자극이라 해야 할 것이다. 대중문 

화롤 비판하거나 용호하는 이론적， 실천적인 근거는 단순히 고급문화에 대한 향수 

나 소박한 대중추수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에서 찾아야 하는 것임이 분명하기 때 

문이다 6) 

6) 서규환， 1993: 20 참조. 덧불이자면， 이러한 측면에서 고급문화 혹은 고급예술과 대중 

문화 혹은 대중예술에 대한 사회이론가들의 입장은 어떤 정치적 가치에 기초하고 있는 

가에 따라 보다 섬세하게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었다. 대중문화훌 긍정하거나 옹호하는 

입장(이런 입장옳 노골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은 1950-60년대의 보다 가치중립 지향 

적인 다원주의보다는 1980-90년대 이후의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에서는 

곧잘 대중사회와 그 문화률 전체주의로 보고 비판하는 입장을 귀족주의적 입장과 쉽게 

묶어버리고 동일하게 엘리트주의라고 비난하곤 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아도르노에게 

서 볼 수 있는 고급예술， 특히 모더니즘 예술올 옹호하는 경향이 아놀드나 리버스 및 

앨리어트 동의 문화/문명 전통의 과거 향수척인 입장과 곧바로 동일시되기는 어렵다. 

마르쿠제의 일차원적 사회 비판의 관점에서 보자면 후자의 문화 개념은 긍정적 문화 



76 한국정치연구 제 12집 저12호(2003) 

11. 대충톨화의 명생과 민주주의 

1 부르주아공론장과그구조변톨 

대중문화와 민주주의의 관계률 보다 사회과학척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처 

대중문화의 형성기에 대중문화와 민주주의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에 대한 역사 

적인 논의에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공론장 

(없en버C뻐eit; public s뼈ere)의 구조변동에 판한 하버마스의 논의는 18세기 후반에 

서 19세기에 걸쳐 의회정치로 제도화된 정치적 공론장의 기초를 문예적 공론장 

(lite뻐ry public sphere )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유용한 출발점올 제공해준다. 

하버마스가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르주아 공론장은 공중으로 결집한 사적 

개인들이 합리적 토론올 통해 여론을 형성하며， 이러한 공척 논의를 매체로 하여 

기본척으로는 사적으로 되었지만 공적으로 중요한 상품교환과 사회척 노동의 영 

역에서의 교류의 일반규칙에 관해 공권력과 대결하는 영역이다. 부르주아 공룬장 

의 자유주의적 모텔은 국가와 사회의 엄격한 분리를 전제로 하며， 공론장은 국가 

와 사회의 욕구률 매개한다. 그런데 국가와 사회의 양극화는 사회 내에서 다시 반 

복되어 사척 영역 역시 상품교환과 사회적 노동의 영역(협의의 부르주아 사회)과 

핵가족의 사생활 영역으로 이중화된다. 따라서 사척 개인들은 상품소유자의 역할 

파 가장의 역할， 재산 소유자의 역할과 인간 자체의 역할이라는 두 역할이 결합 

되어 있는 폰재이다. 그런데 하버마스에 따르면 소유자로서의 주체성이라기보다 

는 핵가족의 사생활 영역으로부터 출현하는 주체성이 공론장의 고유한 공중올 형 

성하며 , 이 주체성의 사적 경험이 공적 논의의 자명한 이해를 이끈다. 그러므로 공 

론장이 정치적 기능올 명확하게 담당하기 이전에 어떤 비정치적 형태의 공론장이 

먼저 형성된다. 바로 이것이 공론장의 문예척 초기 형태이며， 정치적 공론장은 이 

문예척 공론장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하버마스는 18세기 부르 

주아 공론장의 개요률 다옴과 같은 도표로 제시한다(Habennas ， 2001: 98). 

(Marcuse , 1989)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프랑크푸르트 비판이론가툴로서는 비판하 
고 부정혜야 할， ‘위대한 거부. 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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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적부문 공권력의 영역 

부르주아 사회 | 청치적 공론장 l 국가 

(상품교환과사회척 노동의 영역) I 문예적 공론장 I ('내무행정’의 영역) 
(클럽， 신문) 

핵가족의 내부공간 I (문화적 재화 시장) I 궁정 

(부르주아 지식인 도시 I (궁정 · 귀족사교계) 

“처음에는 문예척 비판의 중심지였으며 후에는 정치척 비판의 중심지”가 되는 

(Habermas, 2001: 102) 문예적 공론장의 제도들은 커피하우스와 살롱으로 대표되 

며， 여기에 지식인들의 만찬회， 연주회， 극장， 박물관 둥올 덧붙일 수 있다. 문예 

적 공론장의 민주주의적 성격은 사적 개인들의 지속적 토론올 조직화한 이 쩨도들 

의 공통된 기준(Habermas ， 200 1: 107-9)올 통해서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근대적 대중문화의 형성과 공론장의 밀접한 연관성 역시 보여준다. 그 공통된 기 

준이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지위 전체를 도외시하는 일종의 사회적 교제 

가 요구된다. 논증의 권위는 사회적 서열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적인 것’ 의 대퉁 

한 자격에 토대를 두었다. 둘째， 공중의 토론은 이제까지 의문시되지 않았던 영역 

의 주제화를 전제한다. 이는 문화적 재화블이 상품으로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되어 교회나 궁정의 과시적 공공성과 해석의 독점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 

이다. 셋째， 이 문화의 상품화는 공중의 원칙적 비폐쇄성을 가져온다 7) 

공중의 개방과 사회적 교제의 명동성이란 측면에서 보면 살롱보다는 커피하우 

스가 공론장의 이상에 더 근접한 것이었다. 프랑스의 로코코 살롱은 귀족부인들이 

주인이었으나 18세기 중후반부터 당시 부상하고 있던 부르주아충 출신의 여성들 

이 점차 살롱을 주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롱에의 입장 자격파 토론 

의 주제 동에 있어 살롱 주인의 취향에 어느 정도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18세기 

7) 두 번째와 셰 번째 점에서 드러나듯이， 문예척 공론장은 상품화된 문화라는 근대척 의 

미의 대중문화와 연결되어 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문화가 상품형태률 취함으로써 

진정 본래의 (그 자신의 목적융 위하여 존재한다고 주장되는 것으로서의 〔사회척 삶의 

재생산과 분리된 영역으로서의 - 인용자)) ‘문화’ 로 전개되면서 . 문화는 그것올 통해 
공중파 연관된 주체들 서로가 협의하는 토론대상으로 요구된다." (Habennas , 2001: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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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10년간에 이미 런던에 3천 개 이상이 생겼다는 커피하우스는 어느 누구도 훌 

입 허가를 받올 필요가 없는 열린 공간이었으며， 그 안에서는 누구나 통둥한 자격 

으로 토론과 사교 활동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었다 8) 또 혈통이나 신분， 지위의 

벽올 넘어 일상척인 교제를 즐기고자 한다면 다른 사랍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 

는 기술이 요구되었으므로 커피하우스의 사교모임에서는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는 

판용의 기풍이 생겨났다. 커피하우스에서는 작가와 독자가 직접 만나 문예작품을 

비명하였고. 단골 고객들은 매우 값싼 구독예약료만 내면 인쇄기에서 갓 만플어져 

나온 새롭고 시사적인 모든 팝플렛올 받아볼 수 있었다(Coser ， 1993: 33-53).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러한 문예적 공론장에서 정치적 공론장이 발전되어 나왔 

다. 이 과정에 대한 하버마스의 묘사(H삶웠mas ， 2001: 135 이하)는 정치적으로 논 

의하는 공중이 기본적으로 독서 공중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논의하는 공중 

으로서 공론장을 형성하고자 하는 부르주아적인 사적 개인들의 욕구는 바로 뉴스 

레터나 잡지를 읽고 그것들에 대해 토론하며， 개인적 의견들을 교환하고 그로써 

여론을 함께 형성하려는 욕구였고， 이러한 욕구는 문예척 공론장의 제도들， 즉 커 

피하우스， 클럽 , 독서회 둥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 공론장의 부르주아들은 자 

신올 무엇보다 교양신분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공론장올 형성하는 공중이 기본척 

으로 독서 공중이라는 사실은 곧 문예적 공론장이 대중문화의 초기적 형성과 밀접 

히 연관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18세기는 독서 공중의 증대에 힘입 

어 서적 시장이 크게 확대된 시기이기도 했다(Co짧， 1993: 67-92). 여기에는 부르 

주아의 생활 수준과 교육 수준의 향상 및 부르주아 주거 환경의 개선 둥이 크게 작 

용했는데， 이 시기 작가가 전문직종으로 독립했으며， 순회 도서관의 둥장은 서적 

판매를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대시켜 문학의 보급파 출판업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서적 가격이 아직 상대적으로 비썼기 때문에 독서 공중은 

상류충과 부르주아 중산충에게 한정되었다. 

하머마스에 따르면 공론장의 두 형태， 즉 정치적 공론장과 문예적 공론장은 특 

유하게 서로 교착되어 었다. 이는 초기 대중문화가 발생적 차원에서뿔만 아니라 

8) 하지만 18세기가 지나면서 커피하우스에도 서서히 빼쇄적인 정향이 나타나기 시작했 

다. 많은 커피하우스에서는 단몰고객률이 비공개척인 ‘클럽’ 올 구성하게 되었다. 그러 

나 이같옴 새로운 분열도 신분계총이 아닌 개인의 업척과 관심사에 기준율 둔 것이었다 

(Coser, 1993: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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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척 차원에서도 민주주의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옴을 말해 준다. 부르주아 공 

론장에서 발전하는 정치의식은 공권력에 대항하여 일반척이고 추상적인 법 개념 

과 법의 요구를 표현하며 자기 자신올. 즉 여론을 이 법의 유일한 합법척 원천으로 

주장한다. 부르주아 공론장의 사척 개인들은 사생활 영역으로부터 나온 주체성올 

문예적 공론장의 의사소통파정올 통해 확신하는 바， 따라서 이들 법 규범올 특정 

짓는 일반성과 추상성의 기준들이 자명성을 띨 수밖에 없다. 그들은 이미 공중으 

로서 ‘교양있는 사랍들의 평퉁’ 이라는 불문용 하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법 규 

범이라는 중심 범주에서 입중되는 정치척 공론장의 자기이해는 문예적 공론장의 

제도와 척절한 의식에 의해 매개되는 것이다(Habermas ， 2001: 130-1). 

마찬가지로 사척 영역의 이중화에서 형성되는 두 가지 형태의 공중 역시 문예적 

공론장의 경험파 자기이해률 통해 결합훨 수 있다. 사적 개인들의 사적 소유에 대 

한 처분권에 기초한 자율성은 부르주아 가족 영역 자체에서， 즉 사랑 · 자유 · 교양 

에서 자신올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 자율성은 자신을 인본성으로 실 

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적 개인들은 부르주아이자 인간으로서， 이 

두 가지 형식의 공중이 갖는 인적 범위는 결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양신분들에게 한 형식의 공론장은 다른 형식과 통일한 것으로 여겨진 

다. 사척 개인들이 문예적 논의에서 인간의 자격으로 그들의 주체성에 대해 의사 

소통활 뿔만 아니라 정치적 논의에서 소유자의 자격으로 그들의 공동이익에 따라 

공권력올 규정하려고 하자마자， 문예적 공론장의 인본성이 정치적 공론장의 효율 

성을 매개하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발전된 부르주아 공론장은 공중 

으로 결집한 사적 개인툴의 두 가지 역할， 즉 소유자의 역할파 인간 자체라는 역할 

의 허구적 동일성에 기초하고 있는 바， 하버마스에 의하면 부르주아 공론장은 기 

존의 권위에 대항하여 공개성의 원리룰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정치적 공론장 

의 객관척 기능을 문예적 공론장의 범주들로부터 얻은 자기이해에， 즉 사척 소유 

자의 이해롤 개인적 자유 일반의 이해에 수렴시킬 수 있었다(Ha뼈mas ， 2001: 

132-3) . 

그런데 하버마스는 19세기 중후반부터 정치적으로 기능하는 부르주아 공론장이 

쇠퇴를 겪는 과정을 기술한다(Habermas ， 2001: 245 이하). 이 공론장의 구조변동 

은 고전적인 부르주아 공론장이 기초하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엄격한 분리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점의 강화에 의해 상품교환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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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영역이 소수의 지배에 집중되는 동시에 국가의 사적 영역에 대한 간섭이 

증대함에 따라 시장파 국가가 서로 침투하고(국가의 사회화와 사회의 국가화)， 사 

척 영역은 단지 핵가족의 사생활 영역으로 축소된다. 이제 사적 개인들은 공론장 

의 매개 없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직접 국가에게 관철시키려 경쟁하며， 이에 따 

라 사척 개인들이 공척 논의를 통해 공동이익올 도출하던 정치적 공론장은 그 기 

농올 상실한다. 의회에서 정당으로의 제도척 중심의 이동은 이 사실올 나타낸다. 

공론장은 대중매체에 의한 광고의 장으로 바뀌었으며 , 합리적 토론과 비판올 통해 

형성되던 여론은 단순히 개인 의견의 통계척 집합체로서의 여론조사로 축소된다. 

정치척 공론장의 쇠퇴는 문예적 공론장의 변형 또는 몰락파 동시적으로 진행되 

었다. 문화를 토론하던 공중은 문화를 소비하는 공중으로 바뀌고， 문예적 공론장 

은 그 정치적 성격올 상실하고 문화소비의 사이비 공론 세계 혹은 가짜 사척 세계 

에 의해 대체된다. 소비문화척 공론장에 의해 여가가 생산과 소비의 순환에 편입 

됨으로써 핵가족의 사생활 영역 역시 사적 성격을 상실하고 대중매체에 의해 공동 

화(空洞化)된다. 이리하여 문화척으로 논의하는 공중의 의사소통은 집안 사척 영 

역의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독서에 의존하는 반면， 문화를 소비하는 공중의 여가활 

동 자체는 사회척 분위기 안에서， 그러나 어떤 토론의 필요도 없이 이루어진다. 문 

학이나 예술 작품의 제작 자체가 시장법칙에 의해 판매전략의 관점에 따르게 된 

다. 광범위한 계충올 대상으로 ‘여가로의 입장 요건 올 심리학적으로 인하함으로 

써 작품은 수용양식의 편리함과 안락함에 맞추어 제작될 수밖에 없게 된다. 마찬 

가지로 이 ‘심리학적 용이함’ 올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는 대중상업 신문은 공론장 

의 정치척 성격을 상실시키고， 이로써 신문올 얽는 공중의 확대에 비혜하여 정치 

척으로 논의하는 신문은 영향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독서 공중의 논의는 소비자들 

간의 취미교환파 선호교환에 굴복하는 경향을 보이며， 하버마스는 이러한 변화를 

‘문예적 공론장의 붕괴’ 로 요약한다. “이성의 공적 사용올 위해 교육된 교양계충 

이라는 공명판은 깨져버렸다. 공중은 비공공적으로 논의하는 소수 전문가들과 공 

공적으로 수용하는 소비대중으로 분열된다. 이로써 공중의 특유한 의사소통 형식 

이 상실되 었다." (Habennas , 2001: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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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중문화와 평민척 공론장 

하버마스가 문예척 공론장의 붕괴률 관찰하고 있는 19세기 중반 이후의 시기는 

곧 대중문화가 명실상부하게 대중산업사회의 지배척인 문화로 확립되는 시기이 

다. 로맨탈의 말올 빌리면， "1850년에 이르면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중산계충이 

별다른 무리 없이 그들의 지배적 위치를 확립하게 되고 대중사회의 현대적 형태률 

이루게 된다. 대중매체 - 특히 신문 - 가 지배척인 위치를 정하게 되었으며 문학 

시장에는 가능한 한 가장 광범한 독자에게 어필하려고 고안된 대중적 상품들이 훌 

러 념쳤다." (Lowenthal , 1987: 29) 마찬가지로， 코저 (Coser, 1993: 95-123) 역시 19 

세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한 국가의 인구 대다수가 글올 원고 쓸 줄 아는 능력올 갖 

추었고， 서적 판매가 처음으로 이 공중올 대상으로 일종의 대량생산 체제의 산업 

이 되었으며 r가정문고」나 「철도문고」 같은 값싼 제판본 인쇄물들을 잡지상이나 

매점， 기차역 둥에서 쉽게 구입활 수 있게 되었고， 많용 작가들은 이러한 공중올 

대상으로 글을 낮추어 쓸 것을 요구하는 상업척 압력에 굴복해갔다고 논하고 있다. 

그러나 처옴에는 문예척 공론장이 정치적 성격을 띠었고， 이러한 문예척 공론장 

이 19세기 중반 이후 붕괴되고 대중매체에 종속된 사이비 소비문화척 공론장으로 

대체된다는 일종의 이념형적 도식올 구체척인 역사 과정의 복합성을 외면하고 일 

면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오류가 될 것이다. 예컨대 하버마스가 하나의 예로 

들고 있는 가정문예잡지는 이미 18세기 독자들에게도 인기있는 것이었다. 또， 포 

켓판 문고본과 같은 형태의 서척들이 18세기 중엽 이후 벌써 대중화되었고， 이 시 

기 잡지 광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서척 광고의 상당 부분이 ‘과대광고’ 의 형 

태률 취했다(1ρwenth외， 1987: 25-7). 게다가 혁명 이전 구체제의 프랑스 사회에서 

다양한 포르노 문학이 신분과 성별 및 연령을 초월하여 광범위한 대중적 인기를 

끌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9)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하버마스가 문화롤 소비하는 공중의 동장올 공중의 확 

9) 하지만 대혁명 직전 구체제하에서 검열율 피해 불법 서적으로 유흥되던 포르노 문학윤 

정치적 성격율 가진 것이기도 했다. 귀족과 사제들의 방탕한 성생활과 명민 처녀에 대 

한 유혹올 줄겨 소재로 삼는 포르노 문학은 계급투쟁의 정치적 무기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Hunt, ed. , 1993: 주명철， 1990 퉁올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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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자 변형으로 셜명하는 구절이다. 그에 따르면 문예척 공론장의 붕괴와 문화소 

비 공중으로의 변화는 교양신분으로서의 도시 부르주아 독서공중 집단에 새로운 

주변 계충이 계속적으로 포섭되어 들어가 공중이 누적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아 

서도 안되고， 반대로 노동자 계충 출신과 농촌 출신의 대중매체 공중이 파거의 공 

중올 폭파하고 밀어냈다고 보아서도 안된다(Ha뼈nas ， 2001: 283). 10) 이렇게 본다 

면， 일갱한 기간 노동자 계급을 비롯한 하충민들이 부르주아 지배적인 대중문화와 

어느 정도 분리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율 가능성율 상정할 수 있다. 이 

런 맥락에서 스왼지우드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는데， 그는 19세기 자본주의 문화 

는 통합의 양식으로서는 실때했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교육파 도서관과 같은 

보조척 서비스를 통해서 노동계급을 통합시키려는 정책은 19세기에는 거의 실때 

했으며， 같온 세기 중엽부터 대량 시장올 직접적으로 노리는 문화가 나타났으나 

소셜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상업주의척 부르주아 문화 역시 노동계급올 

획득하는 데는 실때했다. 상업주의 문화의 엄청난 확대가 모든 사회계충올 공통의 

보편척 기반 위에 통합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은 20세기에 와서였다 

(S빼ngew때， 1984: 156-184) , 11) 

이러한 맥락에서 부르주아 공론장과 구별되는 명민적 공론장(plebeian public 

sphere)에 대해 말하는 것이 가농할 것이다. 하버마스 자신이 프랑스 혁명의 자코 

뱅 시기와 영국의 차티스트운동과 관련하여 명민적 공론장의 단초를 말한 바 있 

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스스로 회고한 것과 같이 (Ha밟~， 1992: 425: 2001: 

19) , 교양신분이 아니라 교양이 없는 ‘민중’ 이 그 주체인 명민척 공룬장이 잠시 

작동하였으나 역사과정에서 억압되었으며， 차티스트운동과 대륙의 무정부주의척 

10) 하버마스에 따르면， 어느 정도 일반화률 허용한다면 새로운 행식의 대중문화가 처음으 

로 침투한 소비자 계충은 기성의 교양계충에도 사회척 하부계충에도 속하지 않았고 그 

지위가 문화척 정당화룰 필요로 하는. 상숭과정 속에 있는 집단들에 속해있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Habennas ， 2001: 283), 

ll) 이련 의미에서 볼 때， 19세기에 “만일 대중문화가 폰재하고 있다면， 그것용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사회에 통합되어진 결과라기보다도 중산계급이 상업주의적 부르주아 문화에 

흉합되어진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고급문화에 대한 위협이 있다면 그것옹 노통자로부 

터 나용 것이 아니라 투표행위， 생활양식， 이데올로기적인 가정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가치률 무비판척으로 공유하고 었는 사회계충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Swingewo여， 

198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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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에서 존속했던 이 공론장은 부르주아 공론장의 의도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해 부르주아 공론장의 변종이라 보아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Habennas ， 

2001: 58). 하지만 그는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에 대한 톰슨의 고전적인 연구(E，P. 

Thompson , 2{뼈la ， 2α뼈)를 비롯한 농촌 하충계급파 도시 노동자들의 정치적 동원 

에 대한 연구들을 접하면서 평민적 공론장에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Habennas , 1992: 425; 2001: 19). 

특히 하버마스가 언급하고 있는 뀐터 로테스는 18세기 말 영국 급진주의의 이론 

과 실천을 런던의 자코뱅주의자돌의 경우를 들어 연구하면서 급진적 지식인들의 

출현과 이들의 명민적 공중과의 관계롤 분석한다 12) 로테스에 따르면， 1770년대와 

1780년대에 급진적 지식 인들은 대중교육과 의회개혁올 통한 헌정의 부활을 기획 

하고 의회 바깥에서의 공중계몽 캠페인을 통해 기존의 정치체제의 분파주의애 도 

전했다. 이 단계에 지식인과 공중의 관계는 다소 외채적이었으며 새로운 형식의 

대중참여나 의사소통올 조직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느슨하지만 런 

던 커피하우스들올 중심으로 한 토론회와 클럽 퉁융 통해 조직되었고， 공중올 시 

민으로 교육하려 하면서 보편 선거권 쟁점올 제기하여 재산만이 참정권 요구를 정 

당화할 수 있다는 기존 정치이론의 도그마를 깨뜨혔다. 그러나 179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형성된 영국 자코뱅주의자들은 정치교육율 평민적 문화 자체에 연계 

시킴으로써 명확하게 대중올 새로운 참여 민주주의의 실천으로 통훤해내려 했다. 

계몽되고 자유로운 토론올 통해 결정에 도달하는 독립적이고 규율잡힌 시민올 형 

성하려는 이 자코뱅주의자들의 이상은 한편으로는 기존 정치체제와， 다른 한편으 

로는 전통적인 명민 문화 자체와도 대결하는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영국 자코 

뱅주의자들의 시도는 19세기 노동계급 운동을 예견하는 전령인 동시에 그런 만큼 

이나 18셰기 부르주아적 계몽주의의 최종적 인 산물이기도 했다. 

따라서 로테스는 이 새로운 명민적 공론장울 이렇게 규정했다평민척 공론장 

의 발생은 쁘띠부르주아와 그 아래 계충들의 생활연관이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과 

12) Gtinther Lottes, Politische A“fklärung und pleb에isches Publikum: zt‘r Theorie und Praxis des 

englischen Rad，따lismus im s，따'en 18. Jahr，뻐ndert， München, 1979. 이 책에서 전개왼 로테스 

의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Eley , 1992: 325-331율 참조하라(하버마스에 대한 헬리의 사 

회사척 연구와 관련된 논명돌율 하버마스는 비중있게 다후며 옹랍하고 있다. Habennas , 
1992: 424-5: 2001: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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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있어서의 쭉갱한 국면을 표시한다. 그것은 한편으로 부르주아 공론장율 자신 

의 모텔로 삼기 때문에 그것의 한 변종이다. 다른 한편 그것은 단순한 변종 이상이 

다. 그것은 부르주아 공론장의 해방적 잠재력올 새로운 사회척 맥락에서 발전시키 

기 때문이다. 평민적 공론장은 일정한 의미에서 그것의 사회적 전제조건이 지양된 

부르주아 공론장이다 "13) 하버마스는 로테스의 연구 결과롤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결론짓는다. “문화적， 정치적으로 활력을 갖게 된 하부계충의 배제는 바로 그 발 

생과정에 있던 공론장의 다원화롤 가져옹다. 헤게모니를 잡온 공론장과 나란히 또 

그것과 연결되어 명민적 공론장이 형성된다 .. (없밟mas. 1992: 426: 2001: 20). 

로테스의 명민적 공론장 개념은 확실히 하버마스의 부르주아 공론장 논의보다 

더 풍부한 사회사률 드러내 보여준다(Eley. 1992: 330).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부 

르주아 공론장 개념의 차장 안에 있으며 , 무엇보다 노동계급을 비롯하여 계충구조 

상에서 쁘띠부르주아보다 아래에 위치한 하충민들파의 연판이 약하다고 할 수 있 

다. 영국 자코뱅주의자들은 쁘띠부르주아와 하위부르주아충들의 정치화를 핵심 

과제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농촌의 하충민과 무엇 

보다 도시 노동계급의 공동체에 토대롤 둔 횡민들의 민중문화(pop띠arcul따-e)와 명 

민적 공롱장의 형성 가능성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할 수 있올 것으로 보인다. 

18~19세기 이들의 문화는 스윈지우드가 지적한 것처 럼 부르주아 주도의 도시 대 

중문화(mass cult뾰)에 아직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다는 점. 따라서 기계적으로 대 

량복제 · 대량생산되는 상품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상생활 및 민중(야ople)의 욕구 

와 유기척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중문화’ 라 할 수 있다 14) 

산업혁명기 영국의 노동자 계급 형성에 대해 연구하면서 톰슨(E.P. Thompson. 

2001a: 552 이하)은 18세기 도시 노동계급 지역에서 농촌의 전래 놀이와 축제가 

자주 열렸고 이는 19세기까지 활발하게 계속되었옴을 보여준다. 또 19세기 도시 

노동계급의 공통체는 상호부조의 판습과 외례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그런데 톰슨 

은 이것이 온정주의나 갑리교의 산물이 아니라 18세기 이래 자체 규율과 공동체적 

목적을 강조하는 노동조합과 공제조합의 전통이 지속된 것으로 노동계급의 고도 

13) 1αtes. 앞의 책. 110쪽. 여기서는 Habennas. 1992: 426; 2001: 1 9-20에서 재인용. 

14) 그러므로 똑같이 pop피arc띠ture로 표기된다 하더라도 20세기 대중문화로서의 popular 

culture와는 그 내용과 함의가 다르다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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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의식적인 노력의 산물이었음을 지적한다. 물론 상호부조롤 노동계급의 유일한 

실제 윤리로 보는 것은 잘못이며， 장인들과 숙련직인들의 귀족적인 열망과 자조 

(自助)의 가치판， 또는 범죄행위와 타락현상 역시 널리 퍼져 있었다. 그렇지만 톰 

슨은 19세기 초 많은 공업적 공동체 안에서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우세했다고 결론 

짓는데， 정치적 급진주의와 오웬주의는 모두 이 기본적으로 집단주의적인 개념에 

서 도출되었고 또 그것을 풍요하게 만들었다(E.P. Thompson , 2001a: 579). 노동계 

급의 자존심과 정치의식의 성장은 산업혁명이 낳은 하나의 실질적인 소득이었는 

데， 톰슨은 조합과 동직클럽의 활력과 의례에 대한 자부심에서 상부상조의 윤리가 

착실히 성장하였다는 증거들올 보여준다. 

노동계급 공동체의 이런 문화는 농촌 공동체 문화의 전통과 유산에만 배타척으 

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된 도시의 대량생산되는 상품으로서의 문화 

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가운데 민중척 급진주의가 하나의 지적 

문화를 이루는 것이었다. 19세기 초에 이미 노동계급의 문자해독률은 꾸준히 상숭 

하였는데， “발라드 가수들뿐 아니라 행상， 즉 달력장수들도 노동계급 거주지역올 

순회하면서 싸구려 책， 달력， 최후진술들， 그리고 급진주의 정기간행물들올 팔았 

다" (E.P. Thompson , 2001b: 374). 이 시기 급진주의 운동은 이러한 지척 수준올 증 

대시키고 정치적 자각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꾸준한 노력올 기울였다. 1816년 1월 

에 반즐리의 직조공들은 급진주의척 신문이나 정기간행물들올 사기 위한 ’월 1페 

니 클럽’ 을 조직했고， 비교적 큰 중심 도시들에서는 상설 신문열랍실이나 독서실 

올 개셜했다. 1819년 이후의 억압조처에도 불구하고 신문열랍실을 설치하는 전통 

은 1820년대 전시기에 걸쳐 계속되었고， 런던의 커피하우스는 대다수가 이런 이중 

기능올 수행했다. 또 급진주의 신문과 노동계급 신문들이 인지세 둥과 같은 억압 

조치에 맞서 출판자유툴 위한 투쟁올 동시에 수행하면서 발행되었다. 뿔만 아니라 

19세기 초 자주 일어난 .극장폭동’ 마저 대부분 다소 급진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있 

었다(E.P. Thompson , 2001b: 374-401). 

유럽에서의 노동계급 공동체의 문화척 전통은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이어졌다. 

로첸츠바이크 (Rosenzweig ， 1991 )은 19세기 동안 매사추세츠주 워셰스터 

(Worcester)의 아일랜드계 노동자들의 음주문화가 시간적으로 노동과 분리되고 공 

간적으로 집과 분리된 선술집 (saloon)으로 국한되어간 경과를 추적했는데， 이것은 

공장 노동규율의 강화와 노통과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력 상실， 그 반대급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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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여가시간과 수입의 중대. 집에서 남녀가 함께 어올리던 전통적인 모임 문화 

롤 소멸시킨 열악한 주거 환경， 금주운동과 같은 노동자 음주문화에 대한 사회적 

통제 퉁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였다. 음주에 대한 사회적 통제에 대합하여 

아일랜드계 노동자들은 주로 여성이 가정집에서 밀주를 판매하는 무허가 술집 

(s뼈없n)울 이용했는데， 이는 상부상조， 특히 과부와 같이 생계해결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여성올 공동체가 도와주는 아일랜드 전통문화의 연장이었다. 그러나 점 

차 노동자들의 음주 공간은 당국의 허가률 받고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선술집으로 

이동되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동체 중심적인 집단주의적 가치는 그대로 이어 

졌다. 예컨대 동료가 들어서면 무조건 술을 대접하는 한턱내기 (뾰뼈ng) 판습은 연 

대성과 평둥을 확인하는 의례였다. 이 선술집 문화는 그 자체가 이미 상업화된 새 

로운 대중문화의 일부였으면서도， 중간계급의 가족중심주의 가치가 충대되는 시 

대에 배타적인 남성의 여가문화롤 형성한 점， 선술집 공간 안에서 내적으로 평둥 

한 민주주의가 압도한 점 , 종총 선술집 주인과 고객률이 도박과 같은 불법 오락에 

공모한 첨 둥에서 부르주아적 지배문화에 어느 정도 대립적인 일종의 대항문화의 

공칸올 형성하기까지 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미국에서 이렇게 공동체주의적 성격이 강한 노동 

계급의 민중문화는 이민 노동자들의 공동체와 그 주거 지역올 중심으로 형성되었 

다. 이 시기 미국은 본격적인 산업화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노동력올 메우 

기 위해 아일랜드와 동남부 유럽에서 전무후무한 대량 이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민 노동자들의 민족적 전통과 연계된 노동계급 문화가 앵글로색슨계 부 

르주아 지배문화와 구별되는 특성용 특히 두드러진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이민 

노동계급의 문화는 많은 경우 영국 노동계급의 그것파는 달리 자본주의적 사회 변 

화에 대한 저항척 대웅이라고 하기는 힘들었다 15) 그것은 부르주아 문화와 가치에 

셔 일탈하면서도， 대표적으로 여성배제척이고 가부장제적인 성격이 잘 보여주듯 

이 주류 지배문화와 많은 부분올 공유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노 

동계급 문화와 그 공간들 - 선술집과 조합사무실 퉁 - 은 공동체적이고 연대성 

15) 로첸츠바이크는 워셰스터의 술집 문화는 자본주의에 대한 보수적이고 방어척인 대용이 

라고 규정한다(Rosenzweig ， 1991). 한편， 19-20세기 전환기 뉴욕 이민 노동계급 거주 

지역의 성척으로 분리된 남성 노동자의 문화공간 - 선술집 , 노통조합 및 공제조합 사 
무실 풍 - 에 대해서는 Peiss , 1986: 제 1장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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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명퉁이 중심가치률 이루는 문화롤 형성함으로써 계산척 합리성과 자본주의 시 

장법칙에 의해 추동되는 사회적 세계로부터 일종의 피난처률 제공하였다. 이런 면 

에서， 만약 그것으로부터 공론장의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공론장은 부르주 

아 공론장의 단순한 변종으로만 간주될 수는 없올 것이다. 

111. 핸대 미디어 문확의 샤획 구죠와 민쭈주의 

1 미디어 문화로서의 대중문화 

그러나 평민척 공론장이 발전되어 나올 수도 있었던 19세기 민중문화는 20세기 

이래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척 상황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현대사회에서 

문화는 무엇보다도 대량생산 · 대량소비되는 상품으로서의 문화라는 의미에서의 

대중문화(때ss culture) 에 의해 압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윈지우드가 말했듯이 20 

세기에는 상업주의 문화가 사회의 모든 계충을 보편적으로 통합하는 데 상당한 정 

도 성공올 거두었다. 이런 의미에서 .. 대중문화가 말 그대로 대다수 대중들이 향유 

하는 문화라면 대중문확의 진정한 발생온 어쩌면 대량문화(mass 때lture)의 발생올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올 것이다 .. (정태석 , 1998: 76)라는 평가는 상당한 타 

당성올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20세기에는 노동계급과 하충민들까지 

부르주아나 다른 상충민들과의 계급적， 계충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대중 

(mass)의 일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대중사회와 대중문화 개념의 중요 

성도 바로 이러한 현실에 그 연원올 두고 있다 할 것이다 16) 

이러한 현대 대중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정은 문화의 상품화와 더불어 대중매체 

(massm잉뻐)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매체는 상품 

화된 문화 혹은 문화상품의 생산 및 유통의 주축울 이룬다. 이런 의미에서 대중문 

16) 스왼지우드는 이렇게 말한다. “19세기에서는 대중의 신화는 불필요했었다. 노동계급은 

경제제도외 작용， 노동훈련， 자주적인 노동계급 정치제도의 결여 때문에 체제에 통합되 

었다. 대중사회와 대중문화의 개념이 사회이론파 정치이론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문화 

가 계급지배라는 판점에서 정의된 것도 노동계급이 .군중’ 으로부터 ‘대중’ 으로 완전히 

전환된 20세기 에 돌어 와셔 이다"(S뻐ngew(J(엉， 1987: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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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대중매체화된 문화’ 라고 할 수 있으며 , 또한 대중매체률 통해 ‘상품화된 문 

화’ 라고 할 수 있다(김해식. 1998: 160). 사실상 현대 사회에서 정보와 오락과 같 

은 문화상품올 비롯해서 정점 더 많은 상징적 재화들이 대중매체에 의해 매개되고 

전달되는 과정이 일반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현대문화는 기본 

적으로 미디어화(m뼈잃ation)되고 있다고 활 수 있다(J.B. Thompson. 1990). 이렇 

게 볼 때， 대중문화는 곧 .미디어 문화(media culture) ’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Kel1ner. 1997). 예컨대 음악이나 스포츠와 같은 전흥적인 오락 형태들 역시 매체 

산업과 결합되어 왔다. 대중음악의 발전은 라디오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프로 

스포츠의 발전은 텔레비전 중계 및 텔레비전 광고가 없이는 생각하기 어렵다. 

대중문화의 미디어 문화로서의 성격에 중점올 두는 것은 대중문화와 민주주의 

의 판계를 사회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데도 유리한 점이 있다. 왜냐하면 ‘미디어 문 

화’ 란 용어는 “문화산업의 산물들의 본질과 형식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생산과 배 

급양식， 즉 미디어 기술과 산업도 동시에 의미하는 이점 을 가지기 때문이다. 즉， 

대중문화률 그 사회경제적 맥락에 위치지우는 관점이 처음부터 녹아들어갈 수 있 

다. 그리고 이 용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대문화가 미디어 문화이고 “미디 

어가 문화훌 식민화해 왔으며， 커뮤니케이션올 위한 대중매체는 책이나 구어와 같 

은 이전의 문화적 양식올 대체해왔고， 우리는 미디어가 여가와 문화를 지배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Kel1ner. 1997: 71-4). 

뽕만 아니라 미디어 문화에 초점울 맞추는 것은 대중문화와 민주주의의 관계훌 

논의하기 위해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엽에서 출발했던 앞에서의 논의와도 보다 일 

관성있는 연속성을 갖는다. 문예적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독서 공중의 토론에도 

이미 신문， 잡지， 서적 퉁과 같은 미디어들이 중요한 역할올 했을 뿐만 아니라， 푼 

예척 공론장이 용괴되고 문화를 논하던 공중이 문화를 소비하는 공중으로 대체된 

현재의 상황 역시 대중매체에 의해 장악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버마스는 이 점올 

분명히 하고 있다. “공중이 클 때 .. , 의사소통은 특정한 살포와 영향력의 수단올 

필요로 한다. 오늘날. 신문과 정기잡지，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공론장의 매체들이 

다. (Ha뼈mas. 1991: 398). 

그런데 하버마스의 부르주아 공론장 모델은 합리적 의사소통 및 매스 커뮤니케 

이션의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향이 있으며. 욕망과 쾌락의 생산 관리 및 매스 

엔터테인먼트의 측면에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되곤 한다. 대중문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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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판계훌 고찰할 때 대중문화는 이 두 측면을 모두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하버마스의 논의는 여전히 커다란 척실성을 갖는데， 무엇보다 

도 간햄 (Gamh때1 ， 1992: 361)에 따르면 하버마스의 공론장 모텔은 대중문화나 매 

스 커뮤니케이션 연구로 하여금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에서 벗어 

나 국가， 시장， 매스 커뮤니케이션(및 대중문화)의 상호작용올 검토할 수 있게 해 

준다. 

2. 미디어 문화와 민추주의 

대중매체와 매스커뮤니케이션은 사척 영역과 공척 영역 모두의 공개성올 확장 

한다(1.B. ’Thompson ， 1990. 1995). 이것은 대중매체와 매스커뮤니케이션에 의해 공 

론장의 민주주의척 잠재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애초에 부르주아 

공룬장의 과제는 공개성의 원리로써 비밀관행의 원리에 대항하는 것이었기 때문 

이다군주 권위의 비밀판행에 대항하는 이러한 종류의 합리성이 제기하는 논쟁 

척 요구는 역사적으로 사척 개인들의 공적 논의와 연관하여 발전하였다. 비밀이 

의지에 기초한 지배률 유지하는 데 기여하듯이， 공개성은 이성에 기초한 지배를 

관철하는 데 기여한다，" (Hat빼nas ， 2001: 130). 

그러나 하버마스에 따르면 공론장의 쇠퇴는 커뮤니케이션의 조작에 의해 공개 

성의 훤리가 훼손되는 결과롤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대중매체와 매스커뮤니케이 

션이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축소되거나 압살되고 공론장 자체는 권 

력화한 투기장으로 전락한다. “의사소통망이 더욱 더 상업화되고 정점 더 조밀해 

짐에 따라， 언론사업의 설립자본과 조직규모가 커짐에 따라， 의사소통의 통로는 

더욱 규제되고 공척 의사소통에의 접근기회들은 더욱 더 큰 선별 압력에 종속되었 

다. 그와 함께 새로운 종류의 영향력， 즉 미디어 권력이 출현하였던 바， 이 권력은 

조작의 목적올 위해 이용될 때 공개성 원리의 순수함을 단호히 죽여버렸다. 대중 

매체에 의해 이미 구조화되는 동시에 지배되는 공론장은， 화제롤 선별하고 그것에 

관해 기고함으로써， 자신의 전략적 의도들을 가능한 한 숨기는 가운데 행위에 영 

향을 미치는 의사소통 흐름에 영향력올 행사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제 

하기 위해서 전투를 치루는， 권력에 의해 침윤된 투기장으로 발전되었다” 

(H삶1el1IlllS， 1992: 436-7; 2001: 31-2), 공적 부문(공권력의 영역)과 사적 부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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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공론장외 상호관계에서 불 때， 이렇게 공개성 원리훌 압살하고 대중매체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민주주의척 잠재력을 제거하면서 공론장 자체률 왜곡시키는 

가장 중요한 구조척 제약은 국가와 시장에서 용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 대 

중문화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고찰하려면 국가 및 시장과 미디어 및 문화산업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매스 커뮤니케이션 및 매스 엔터테인먼트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시민권 

논의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 같다. 머독(Murdock ， 

1992)은 T.H. 마살의 고전적인 시민권 구분(M없'Shall ， 1983)에 의존하면서도 여기 

에 문화적 시민권 개념을 추가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시민권은 19세기에 전형적 

인 쟁점이 되었던 시민적 자유와 정치척 시민권， 20세기에 논의의 전면에 동장한 

사회적 시민권과 문화적 시민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적 시민권 및 무엇보 

다 문화적 시민권은 한 사회적 · 문화적 구성체의 완전한 성원성(소속성)올 주장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것은 사회적 · 문화적 삶의 기존 유형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 삶의 지형에 도전하고 대안척인 정체성들과 표현의 형식들을 개 

발할수있는권리이다. 

이에 기초하여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시민권 구성에 연루되는 방식온 머독에 따 

르면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재산권을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둥을 포괄하는 시민척 권리를 완전히 행사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랍들이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와 조언 및 분석 퉁에 접근할 수 있어야만 한다. 둘 

째， 정치적 권리의 행사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공적인 정치적 선택들올 포함하는 

영역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해석과 논쟁에 접근할 수 있어야만 하고， 여기에 대 

해 비판올 가하고 대안적인 행위 경로률 제안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올 이 

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셋째， 사회적 시민권과 무엇보다 문화적 시민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사랍들이 중심적인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제공되는 일련의 재현들 속 

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들의 열망올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재현즐의 개발과 확 

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1) 국가 

시민적 자유의 확보와 정치적 시민권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일차적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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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과 통제의 표적은 커뮤니케이션파 문화적 실천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다. 

자유주의에 기초한 고전적인 언론의 자유’ 원칙은 무엇보다 전재 국가에 대한 비 

판과 정치적 공격에 적용되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통제 

는 검열 제도로 대표될 수 있는데， 이것은 자주 ‘국가 안보’ 또는 ‘국익’ 의 이름으 

로 가동되거나(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올 동원한 언론 검열이나 ‘보도 지침’ ) 17) 

미풍양속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법질서나 사회의 기존 규범 체계에 대한 전복적인 

함의를 담올 수 있는 표현들을 제약한다(대표적으로 영화를 비롯한 대중문화에 대 

한 검열) , 18) 

20-21세기 전환기의 현 시점에서， 선진 자본주의 사회들이나 어느 정도의 정치 

적 민주화률 달성한 사회들에서는 국가 기구에 의한 공식적인 검열은 상당히 완화 

되거나 철폐되어온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언론 자유의 훤 

칙은 이 문제애 완벽하게 대처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대표척으로， 종종 자유주 

의척 언론 자유 수호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는 미국의 수정헌법 l조조차 연방 정 

부와 의회의 차원에서 시도될 수 있는 언론 통제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대처 효과 

룰 발휘할 수 있올 뿐， 주 정부와 의회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언론자유의 

첨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기력한 모습을 노정하고 있다(강m.2001: 제8장). 

뽕만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도 의견들을 공적으로 정의하고 유 

통시키는 과정에 대한 국가 개입의 다양한 형태들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Ki않ne. 

1991; Hennan andαlOmsky. 2002) , 이는 비상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보도의 사 

전 제약파 출판후 검열. 관료기구의 자기 이해관계와 결부된 비밀주의 관행， 정부 

활동에 관한 거짓말， 국가의 자기 광고， 조합주의척 과정 둥으로 정리될 수 있는 

데， 이러한 제약과 조작 빛 침묵의 정책은 갈수록 더 증대하고 있으며， 킨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치적 검열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민주주의적 리바이어던’ 의 시대로 정의한다. 

17)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법적 형식과 판행율 홍해 언론올 탄압하고 통제한 역사에 대한 간 

단한 개판으로는 한국사회언론연구회. 1990: 116-123을 불 것. 한국 언론의 상업척 성 

격과 국가와의 판계에 대한 상세한 고찰로는 김해식 . 1994률 보라 
18) 1970년대롤 중심으로 유신체제 하에서 국가의 영화검열을 고찰하고 있는 것으로 양윤 

모. 1986 창조. 미국에서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의해 시도된 영화 검열에의 시도에 대 

한 역사척 고찰로는 C뻐nen. 1966율 보라. 그리고 JOWI하t ， 1976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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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국가 검열에만 배타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고전적인 자유주의 언론자유의 훤 

칙은 표현의 자유훌 개인의 소극적 자유로 이해하며， 정보 흐름의 투명성을 전제 

하고 있고， 개인과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사이의 귀납적 순환의 관계를 칸과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원칙은 근본적으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모델과 고대 폴리스의 

이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립적인 모델에 기초함으로써 시민 

사회률 언론 자유의 보루로 간주하는 결함올 안고 있다(Kj없ne. 1991: 35 이하). 이 

에 따라 자유주의는 단순히 국가 검열에 반대하여 시장척 자유를 내세우는데， 이 

것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복합척인 구조와 과정올 도외시함으로써 시장의 원 

리에 기초한 미디어는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게 된다는 점올 보지 못한다 

(혹은 보기를 거부한다) ,19)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전진에 대해 탈규제와 시장 원리에 근거하여 접근하는 

해법(서구에서는 특히 공영방송에 대한 비판과 결부되어 제기되는 해법)의 실때 

는 여러 면에서 지척될 수 있다.찌) 우선 자유 시장의 정책은 미디어 자본의 독첨 

올 가속화한다. 둘째， 시장 진입에 요구되는 높은 비용과 위험은 잠채적 투자자들 

로 하여금 시장 진입올 포기하게 만들며， 따라서 시장이 미디어와 소비자의 션돼 

올 다양화해줄 수 있다는 약속은 이런 변에서도 지켜지기 어렵다. 셋째， 시장 원리 

에 입각한 미디어와 문화산업은 수적인 대중이나 주류 대중에게 호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만올 반복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올 축소시킬 수 있올 뿔 

만 아니라 특정한 시민들의 욕구와 선돼올 배제하는 결과률 낳을 수 있다. 특히 광 

19) 예률 들어 상업 방송의 수사학은 자신을 ‘상업척’ 이라거나 ‘자본주의척’ 이라고는 결코 
부르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 독립’ 둥 공척 판계롤 묘사하는 한정어로 스스로률 장 

식하고 ‘독점’ 및 ‘국가통제’ 와 대립시킨다. 그럼으로써 공적 권위 및 국가， 공공의 이 

익， 기업의 정치경제척 이익 사이의 복잡한 관계흘 모호하게 만들고 혼동시킨다 

(Wi피ams. 1975: 37-9) , 

20) 여기에 대해서는 K야ne. 1991: Bag띠kian. 2아%융 볼 것. 톡히 배디키언의 책온 미국 미 

디어 기업폴의 독점 문제에 대해 폭넓고 풍부한 청보률 제공한다. 시장 원리의 실꽤는 

궁극척으로 대중매체가 미디어 자본에 의해 이융창출율 목표로 운영되는 자본주의 사 

기업이라는 데 기인한다. 대중매체와 문화산업의 이러한 측면윤 정치경제확척 접근을 

시도하는 학자들에 의해 계속 탐구되어 왔다. 대중매체에 대한 정치경제학척 접근들로 

는 Mur빠:k. 1982: M뼈ockandG뼈ng. 1977 퉁올 불 것 . 



대중문화와 민주주의 93 

고에 대한 의존도의 증가에 따라 더욱 심화되어 왔으며 지금도 계속 심화되고 있 

는 미디어의 상업화는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적 실천의 영역에 있어서 기업 담론의 

지배를 공고히 하고， 실험적인 내용이나 심각한 정치적， 사회척 내용의 문화적 생 

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제약한다(이른바 ‘시장의 검열 ). 넷째， 무엇보다도 자유주 

의적 시장주의자들과 미디어 자본가들은 탈규제를 내세우면서도 미디어 산업과 

문화산업의 이윤 획득에 도움이 되는 한 국가의 개입올 거부하지 않올 뿐 아니라 

국가의 개입올 요청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자기모순을 노정하며， 따라서 자신의 약 

속과 달리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시민권의 확보에 기여할 수 없다. 

3, 대중문화와 문화정치 

문화적 시민권의 문제는 재현적 실천올 둘러싼 쟁점이다. 이것은 개별 혹은 집 

단적 주체들이 서로 구분되면서도 교착 · 침투하는 사적 영역(가족의 채생산 영 

역)과 공적 영역(여기에서는 서로 교착되는 공권력의 영역 및 상품교환과 사회척 

노동의 영역)의 복합적인 관계를 이해 · 통어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조달 · 조직하 

는 과정파 결부된 것으로서， 이데올로기의 무의식적 과정과 욕망과 쾌락의 조직 

방식이 개입한다. 따라서 합리적 의사소통의 과정으로서만 포착하기 힘든 부분일 

뿐만 아니라， 재현적 실천의 과정은 시민권의 포섭파 배제 및 헤게모니를 둘러싼 

투쟁의 과정이기 때문에 합리척 토론에 입각한 합의 모델의 적용은 제한될 수 밖 

에 없다. 그러므로 하버마스의 공론장 모웰의 일정한 변형이 요구되며， 이 점에서 

공론장 개념을 헤게모니 투쟁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 개념으로써 보완할 것을 주 

장하는 조프 엘리 (Eley ， 1992) 둥의 논의는 시사척이다. 그렇지만 간햄 (Gamh뻐1 ， 

1992) 이 지적하듯이 하버마스는 부르주아 가족올 공중으로 결집되는 사적 개인들 

이 자융적인 사적 개인으로서의 내면성올 발전시키는 장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의 공론장 모델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개념적 장치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 

은아니라고할수있다. 

1) 공론장과 정체성 정치 

고전적인 부르주아 공론장의 형성와 구조변동의 시기는 서구에서 근대적 민족 

주의가 발흉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베네닥트 앤더슨(Andersomn ， 1991)온 민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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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상척인 청치적 공동체의 형성에 인쇄자본주의에 의한 통일척인 언어와 사회 

구성원 전체에 의해 공유되는 시간과 공간의식의 창출이 결정적인 역할올 했다고 

논함으로써 민족 국가의 형성과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밀접한 연관관계롤 보여준 

다 21) 민족과 국가 구성올 둘러싼 이러한 문화적 실천의 과정은 민족과 국가의 경 

계률 획정하고 시민의 자격올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범위와 관련된 포섭과 배제의 

지형， 즉 문화적 시민권올 목표로 한 정체성 정치의 지형이 형성되는 데 압도척인 

규정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근대 민족 국가 형성은 공론장 혹은 그랍시적 의미에 

서의 시민사회에서 전개되는 헤게모니 투쟁올 수반하고 그러한 투쟁 속에 이루어 

진다. 헤게모니 투쟁에서 핵심적인 것은 어느 집단이 ‘민족」인민’ 이라는 담론적 

핵올 접합해내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Laclau and Mouffe, 1985: 제3장). 이 혜 

게모니 투쟁은 보편성과 연대의 창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적으로 각 집 

단돌의 포섭과 배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하버마스도 고려하고 있듯이 공 

론장에 있어서도 푸코적인 의미에서의 배제를 논할 수 있다(H빼ennas ， 1992: 425 

이하; 2001: 19 이하). 

데이빗 채니 (Chaney , 1994: 91-138)는 이 문제률 판용(tole뻐lce)과 불관용의 문 

제로 셜명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근대사회가 창출되는 문명화 과정은 관용올 그 

구조적 원리로 한다. 넓윤 영토률 통일한 국가와 시장의 창출. 산업화와 도시화는 

이방인의 현천올 일상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성 

찰성을 높이고 그럽으로써 문화적 상대주의의 관점을 함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족 국가의 건셜파 그에 따른 헤게모니 투쟁， 그리고 무엇보다 사척 영역과 공적 

영역의 관계의 근본적인 구조척 조정과 그에 따른 일상생활의 급진척 변화， 또한 

이방인과의 조우에 의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위협 퉁과 같은 요인은 역껄척으로 

불판용의 태도롤 발전시킨다. 다시 말해 현(근)대성은 자신의 구조척 원리를 배반 

하면서 제도화된 것이며， 이것은 현(근)대성 자체의 역셜적인 구조에 내장된 결과 

이기도하다. 

타자에 대한 불관용， 타자를 부정하는 방식의 정체성 정치는 한편으로 시민사회 

21) 예롤 들어 미국에서는 1920년대 라디오 방송이 통일한 시간 · 공간 개념올 형성하고 1 
차대전 이후 급격한 산업화 속에 미국 대중들파 지역공동체들의 물리척， 심리적 파편화 

경향올 ‘국가척 통일성’으로 대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강현두 · 원용진 · 전규찬. 
1998: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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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문화전쟁의 양상으로 전개된다 22) 전형척으로 이는 대중문화에 대한 전통척 

인 문화척 엘리트들의 공격 ,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경제척 · 사회적 지위의 하 

락올 경험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에의 근본적인 위협을 체감하는 집단들의 공격이 

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1920-30년대 할리우드 영화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검멸의 

시도， 이에 따라 영화산업이 자체 검열을 제도화한 것은 전형적인 문화적 계급투 

쟁이었다(Sklar ， 1994) ,23)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정체성 정치는 대중문화의 생산물 

들 속에서， 그것들올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는 자기 사회 내의 다양한 소수자 집단 

들이나 정치적 경계 너머의 타자들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적인 재현， 기존 생산관계 

와 정치체제 및 사회질서를 자연화하고 탈역사화하는 재현 퉁에 의해 관철되는데， 

영화에서 이런 경계 설정의 문제가 곧잘 가족의 메타포에 의혜 수행되는 것은 바 

로 이 정체성 정치의 요체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근 · 현대적 변형에 대한 대 

처에 있옴올 또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찌) 

2) 시장과정체성정치 

시장은 시민권올 소비자 시민권으로 축소한다. 개인이 .소비 주체’ 로 표상되는 

이 과정은 개인이 국가에 의해 정치척 영역에서 법적 주체， 또는 시민으로 표상되 

는 과정과 짝을 이루고 있다. 이 파청은 문화적 시민권의 형성에 부정척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 시민권온 모든 주체들올 소비 주체로 획일화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 

용율 비워내기 때문에 개별 집단의 정체성 추구와 표현의 노력을 무화시키기 때문 

이다. 또한 소비자 시민권은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시민권의 행사에도 부청적인 

결과률 낳는다. 머독이 지적하듯이， 문화적 시민권올 비롯해 모든 시민권의 확보 

와 행사는 집합적 노력올 요구하는데， 소비자 시민권은 자유로운 개인의 환상을 

부추기면서 시민들올 개인화해 버리기 때문이다(~urdock ， 1992: 19) , 

앞에서 공론장과 정체성 정치의 관계를 다루면서 알 수 있듯이， 문화적 시민권 

22)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의 이러한 ‘문화전쟁. 에 대한 유용한 고찰로는 Hunter, 1991율 
보라. 그리고 이 문제와 판련해서는 Trend, 2001도 창조할 것. 

23) 이때 마련된 할리우드의 제작 코드(ProductionαxJe)의 내용은 Belton, 1996: 135-149률 

보라. 

24) 주디스 메인(Mayne ， 1994)온 19세기 리얼리즘 소껄과 20세기 할리우드 영화훌 이런 측 

면에서 비교. 고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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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문화척 민주주의훌 고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용파 문화적 다양성의 포용， 

차이의 인정이 필수척으로 요청된다. 그러나 시장은 이러한 요청에 반하기 쉽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 있듯이 시장은 미디어 자본과 문화산업의 독점올 강화하며， 

이에 따라 문화척 재현 수단에의 접근의 집단별 불평퉁올 심화시키며， 이올 극대 

화의 논리에 의해 톡청한 소수자 집단의 정체성이 재현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 

거나 그 재현올 왜곡하기 때문이다(K않ne ， 1991; Bag버빼， 2뼈). 

하지만 최근에는 전자 정보 테크놀로지의 혁명적 발전에 힘입은 자본과 상품 교 

환의 세계화와 궤를 갈이 하여 미디어 산업과 문화산업 역시 세계화되고 지구적인 

미디어들이 동장함에 따라 문화척 다원주의와 차이들의 주장， 이른바 포스트모더 

니즘적 정체성들 및 포스트식민주의척 정체성들이 즐겨 상품화되는 현상들올 발 

견한다.엉) 피상적 차원에서 이런 현상들은 시장이 다양성과 차이의 표현과 주장올 

함양하는 것으로 비철 수도 있으나，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가보면 이런 현상률은 오 

히려 문화적 다원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적 주체 위치들의 주장， 스타일의 정치만 

으로는 민주주의가 확보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본과 시장 논리에 의한 문 

화적 다양성과 차이들의 포섭은 그 다양성과 차이들의 사회구조척 의미와 역사적 

차원을 비워내고 차이를 위한 차이만을 남김으로써 소비자 시민권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민주주의롤 위한 주체들의 집합적 노력올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현재 문화적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대중문화를 민주주의 확 

장에 기여하도록 생산적으로 전유하는 노력에 대한 더 큰 위협은 국가나 시민사회 

(공론장)의 일부 분파가 아니라 시장에서 나온다. 게다가 이러한 위협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 시장에 무조건적 투항올 하고 있는 국가의 청책들에 의해 더 악화되고 

있다. 

25) 이런 현상과 그것에 대한 문화연구훌 중심으로 한 논의들에 대해서는 뻐ker， 2001: 311 

이하훌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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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빼tT 1. 繼짧짧해 

Mass Culture and Dem，απacy 

E빼빼 Jaa I 않W魔cher， 뼈titute뼈"da"顆'Ch，없u 

πle politic외 judgments upon mass society and mass culture have been osc피ated between 

the two opposite p이es. Mass society and its c버ture have been identified with mass democracy 

itself at the one pole, or considered as the threats of totalitarianism at the other. For the purpose 

of studying the relationship of mass culture to democracy, it is necess따Y to begin with 

investigating the historical period of 없 formation. Habermas’ argument on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provides a gα엉 starting p이nt for us in this regard. 까le 

growth of the bourgeois public sphere at the 18th century was c10sely intertwined with the 

emergence of mass communication. Futhermore, we can trace some possibilities of the 

plebeian public sphere in the uman working c1ass communities and their own culture at the 

18th and 19th centuries. 까le democratic potenti외ity of mass culture, however, seems to have 

been res며cted since the early 2야1 ce빼ry with the gro빼1 of culture industry on a 뻐 쐐e 

and the integration of working c1잃s in10 the soci외 system throu.뱅 the forms of mass culture 

itself. A way of structural ar삐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ass culture at the one hand, 

which can be de뼈ed 뼈ayasm어ia culture, and democracy at the other can be provided by 

the investigation of the interactions arnong the state, market, and mass communication(along 

with mass entertainment) in terms of civil freedom and rights, p이i디C외 rights, social and 

cultural citizenship. Distortions and restrictions of communication by the state are still 

persistent. But the bigger threats 10 cu뻐ral democracy nowadays increasingly come from the 

market rather than the state. Deregulation and market principle imposed by the capital 

accelerate the monopolization of m려ia indusσy and repress cultur머 diversity throu방1 the 

market censorsh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