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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언
우리가 익히 일고 있는 운학작용올 예로 들어서 예술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올 고려하여
보자 이승안 정권시절에 반공교육은 철저하였다 각종 포스터에는 이북의 옐갱이(공산주
의자}를 머리에 쩔이 달린 괴울로 묘사하였다 빨갱이는 울흔 나쁜 사랍이며， 사랍이 아닌
사람이라고 여겨졌다 그런 와중에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예슐작용은 빛융 볼 수가 없었
다 그후 A 상은많이 달라져시 김산의 'Of라랑，( 1 984)，조정래의 소설 「대백산액 1.， 1983 년

연재시작 1 989년 완간)， 그리고 이태의 체협적 수기 r남부군i 1 988)과 영화 ‘냥부군 '(1m)，

영화 태백산맥'(1 994) 퉁이 나오게 되었다 이에 한국인들은 기존 질서의 쟁당성에 대하여
회의를 풍게 되었으며 1 건국과정에서 억울하게 고용융 당한 공산주의자들에 대하여 이제
까지와는 다른 생각올 가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첼이 달린 사캉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
·이 논운은 2008 년도 갱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송연구조성 사업비)으로 한국떠울진흥재단의 지
원용방아연구되었응(KRf-2ω8-321- BαJ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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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빨갱이도 사함이여， 보다 더 따웃한 사랍다운 사랑입 수 있다는 이미지륭 가지게 되

었다

마침내 그들에 대한 보상내지는 복권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말하자연， 공산주
의자에 대한 가치항당이 새흡께 이루어진 것이다 보상내지는 복권융 실시하는 정책용 실
시힐 수 있게 되었던 이유의 한 부분은 예술작용이 공산주의자틀에 대한 이이지를 연모시

킨 대애서 찾올 수 있융 것이다 이처럽 특히 자유당 갱권시컬얘 한국인들이 가졌던 공산
주의자들에 대한 이미지융 바꾸는 데애는 사회과학내지는 정치사상에 속하는 서적안이

아니랴，운학작용과대중영화가커다란역항을하였다는것융부쟁하기어려훌것이다
예술과 정치의 일정한 판계는 오늘날의 일안이 아니다 그리고 예슐이 정치에 혹은 정치
가 예술에 영향융 미시게 되는 현상과 영향을 미치려는 하는 인간의 노혁은 특히 격변기에
더욱 강력하게 나타난다 종교개뼈시대를 예호 들어 보자 종교의 격동기에 화가들은 프

로테스탄트와 가톨릭 양흑의 선전 당당자로 고용되었다 애용 등연， 화가 루카스 크라나

하{Lucas Cranach, 1 472-1553}는 양쪽의 후원으로 성공하였다 루터가 브릉스얘서 심문융
망을 때， 루터의 친구었던 그는 옹 마올얘 내건 루터의 모든 초상화용 그였대'C lark 1969‘

157-9) 옥 루터파의 주장율 선전하였다 그는 가흘릭의 주문에도 용하여 십자가상이나 성
모 마리아흘 그렸다 그리고 루터의 성서에 넣은 목판화 몇 정용 가용릭 성서의 삽화로 이
용하기도 하였다，Si mon

1987 , 146) 이 무업에 교황올 비웃한 루터따의 반대자율 회화화

한 뺑융옛이나 전단이 나타났다 이것이 뒷날 신문의 시국만화의 선구가 되었다(Simon

1987, 149)
인류역사얘서 또 다흔 격연기였던 프랑스 혁영기얘 갱치책인 상황의 연동애 수반하여
않은 작가틀은 장르영로 자신의 갱치쩍 견해한 요현하고자 하었다 프랑스 대혁영융 꺾은

이후에 문학과 정치 그리고 예슐은 귀족의 손율 벗어나서 대중도 소유힐 수 있게 되었다
요컨대 문학과 예술 자체안융 위한 문학과 예슐이 있융 수도 있었지만(Petitier

2002 , 82-

89), 문학과 예술은 사회용 g현할 훈만 아니라， 사회적인 임무블 인식함으로써 갱치적인
도구로 정차 인식되었다 인간의 사고를 조직하고， 사고가 세쩨용 용직일 수 있기 때문이
다(Peti tier

2002, 26, 32 , 34, 43-4, 55 , 70, 73.74, 81)

재다가 앤야민(Waher

Be njamin, 1 892-1940)이 지적한 것처엉 얘슐작용올 대량 복제할

수 있게 하는 기슐의 알전온 예승의 기능얘 변화흘 가져다주었다 예술작풍올 기계척으로
재생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예술 작용으로부터 ‘아우래aura)’읍 앗아가고 작풍이 곧바로
정치적인합의을가지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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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연 예송 작풍에서 아우라가 없어진 것과 예술 작풍이 정치적인 합의를 가지게 왼
것은 어떼한 판계가 있는가? 아우라는 독특한 예슐작용에서 경헝할 수 있는 경외하고 존

경하는 감정을 지칭한다

” 벤야민에 의하면， 아우라는 원작의 시간적이여 공간적인 일회

적 현흔성에 의존하는 ·진용성"(뻐 the ntκit y)에서 나타나며， 작용 그 자체에 내재"는 것

이 아니라 작용 소유주에 대한 앙려진 숭계， 작용이 제한적으로 전시 되 고， 작용의 공인왼

확실성， 그리고 작용의 문화척 가지와 같은 외적인 속성에 내재한다(Benjamin 1935‘ 11).11
그래서 아우라는 원시적， 봉건적 혹은 부르주아적인 권력구조와 연관된다 그리고 아술과
종교적이거나 세속적인 ·의예 ft( ri lU a l)는 -예술작품의 유일무이한 현존성 ft(Benjamin 1935,

11 )과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슐이 기계적으료 재생산(복제)할 수 있게 되고 영화처협 원용이 라는 것이 없는
형태의 예슐이 나타냥에 따라 예승에 대한 정협이 어떠한 장소와 의혜에 국한되지 않고 대

중이 관랑하고 풍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중의 중요성은증대하였으여( Be njam in

1935, 111), 대중은 예술작용에 대한 모든 전흉적인 행태가 오늘날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
는 모태(야M;)가 되었다-( Be nj a mi n 1935, XV) 이렇게 일시적인 현흔성에 의존하는 아우랴
가 부서지고 사라지게 되었다(Be njamin 1935 , 11 , IX) 그리하여 예술의 -제의적인 가재껏

f8 rtJ fnf1i 혹은 fil짧il연 fnf1O"( K" l twert)보다 전시적인 가치가 더 중요시되었다( Bc njamin
1935 , V) 예술은 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제는 예슬이 다른 실천， 즉 정치에 바탕을
두게 되었다( Benj a m i n [935 , lV). 그리하여 -예술의 정치화-ψoliticiza tion of 3rt)가 일어나
재되었다

이에 대하여 아도르노 (Theodor Ad omo)는 아우라를 상실하고 예올융 대중이 소비할 수
있게 핑에 따라 혁영적인 사고와 사상을 할 여지가 없어졌으며 분열된 경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하여 엔야민은 아우랴의 소열은 역사를 보다 복잡하게 전개시켰으여 문
화잭 대상에 보다 민주적으로 접근하고 대상에 비딴적인 태도률 가지게 하는 잠재력올 가
t) 아우라는 분위기라고도 언역외는데 공간과 시간으호 짜인 흑이한 직울료서 아무리 가꺼이 있
더라도 영리 영어 져 있는 어떤 것의 일회적인 현상이라고 정의되고 있대 Benj am in 1935, I 씨
-예슐작용의 유일우이한 현존성"( B<띠 amin

1935, 11 )옹 의이한다
2) 엔야인의 논문‘ -기울복제시대의 예술작용ft( Das KunSlwerk im Ze italter seiner tech nischen
Reproduzierbarkei tfT he Work of Art in the Age of Mechanical Reproduclion )은 1935 년얘
Zeilschrift für

SozialjQrsch/lug얘 앙g되었다 이 논문은 안성완{ 1983 ， 197 -23 1 )， 이태풍{ 1 987，

257-292) 그리고 최성안0007， 39-150)'애 번역되어 있다 '(Be njamin 1935, 11 )’은 상기 논문의 2 정
융의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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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애매모호한 힘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예송올 위한 예술"(1’a이

pour I'art)보다는 예슐

의 사회적인 기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Benjamin 1935， 1씨 의혜에 기초륭우는 대신에 예

술은 다른 판행， 즉 정치에 기초률 두가 시작하였다(Benjamin 1935 , IV) 그리하여 벤야인

은 사회홍제를 위하여 정치릉 미적으로 만드는 파시증에 대비하여 예슐의 갱치화는 공산
주의의 목표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8enjamin

1935 , pre“。eJepi logue). 그러므로 이체

는 예술을 홍하지 아니 하고는 정치적인 투쟁올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없게 왼 것이다 이
저럽대중의시대에는예슐이정치에이지는중요성이캉죠되지않올수가없다
본고에서는권력올장악하고유1 하는데에예술이기여한바를살여보고， 상정을배깨

로 보았올 때 상정이 예술과 갱치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 주는지툴 밝히고， 그리하여 예술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상정제계의 하나로서의 예술이 인간의 삶을 지애하는 상징융 장악

하는것이 권력에 이치는바을논하고자한다

n

예술과권력

1 반영과주도
인간이 사회척인 동물인 것처렁 예슐도 정 E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사회적인 산율이다
(Ed리man

1995, ix) 그러므로 어떠한 사회적인 조건에서 어떠한 예송이 대두하였는가， 측

사회적 정지적 조건이 예슐에 대하여 이지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할 수도 있겠지만， 역으토
예슐이사회와정치에농통적으로미치는영향올고려할수있다

건축의 역사가 애제의 역사인 것처럽 한 시기의 예술은 그 시기에 일반적으로 지배적인

생활 방식과 멸정하게 그리고 핑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학적 판단， 도덕적 딴
단 그리고 사회적 판단이 서 로 일정하게 연관이 되어있다는 것은 이미 19세기에 정설로 인
정되었다(Wi lliams

1982, 137). 일반적으로 예쌀가는 시대의 사조툴 반영하는 수동적인 역

할올 한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어떠한 시대와 연관시켜서 그 시대에 용미하였

던 건축울과 옹악에 대하여 혼히 논한다 이것은 말하자연 사회적 산올로서의 예술은 사
회적인 장연에 보조적이며， 사회로부터 유리되여， 그렇지 않으연 기껏해야 이를 반영한다
고 간주δF는 것이대 Edelman 1995 , 2) 그래서 ‘예술가는 어느 시대에서나 그가속'f.는 시

대의 정신을 나타내는 도구이며 대연인이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예슐7 f.는 그가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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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대익 성격과 가지관에 형태릉 부여하고， 반대로 그 시대의 성격과 가치관은 예슐가
를 형성한다-고 딸하여 진대j ，πë 2008‘

259).

그러나 예술가 중에서도 크라냐하처럽 고객의 주문에 웅하여 예술 활똥을 하는 이도 있
겠지만， 의도적으로나 특히 어떠한 이념에 잉각하여 왈동융 하는 。까 있융 수가 있윷 것
이대 EdeJman 1995, 4). 그렇게 하여 오히려 예술이 정치적인 챙위를 야기 시키는 더 에 중

요하며 용합적인 부분이라는 정을 인정하지 않으연 아니 되는 측연도 있다 이러한옥연은
민주주의적인 대중사회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겠다

예릉 틀어 가흥릭 측과 프로테스탄트 측은 예슐을 풍하여 자신들의 세력올 확대시키려
고 노력하였다 쌍방은 자신의 종교적인 가치관을 주입시키기 위하여 교리에안 의존하지

않았다 우선 루터는 프로테스탄트릉 위한 교회응악을 장려하였다(C I"k 1969, 226) 그리
하여 종교개혁 이후부터 신교응악의 중심에는 회충잔송가가 있었고， 이런 현상은 1 7세기
와 1 8 세기까지 지속되었다 루터 교의 E랄이나 개혁교회(장로교회 퉁)의 시연가 둥이 바
로그것이다

17세기 말에는 옥일의 정건주의 영 향으로 교리적인 연보다 정건한 감정올 우선시하는
단순한 리등의 찬송가가 많이 나타난다 이전의 가용릭 성가는 가사도 라틴어를 고집했고
음악 역시 대중이 이해하고 따라부르기에는 난해한 다성 응악 일변도였다 민속적 선올이

개신교 찬송가와 접목외는데 이는 라틴어 대신 자국어의 가사를 쓰는 움직임으로 이어진

다 독일 개신교 음악적 위엉은 바흐에 의해 달성왼다 그의 교회음악은 칸타타， 마태 수난
곡， b단조 이사 퉁으로 교회음악사의 한 정정융 형성한다 옥일 신교 음악의 육성은 교회

의 성가대 (칸토라이; K a ntorei)에서 이루어지고 그 지도자를 칸토르( Kant에라고 불렀다

여기 서 충요한 것은 쌍방이 신지넓 늘리기 위하여 교리에만 의존하지 않았으며， 예슐을 동
원하였다는점이다

이렇게 보연， 예슐과 정치의 관계는 예술작용 그 자제도 사회적 환경의 부분이며 이로
부터 정치적 운동이 배태되기 때문에 결국 예술이 갱치흘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나 그래

서 보용 예술은 사회라는 장연에 보조적이거나， 유랴되어 있거나， 가껏해야 반영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슐작용은 기존의 상황이나 연정된 상황을 보고 이해하는 데에
새로운 방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예술작풍으로 인하여 특정한 집단의 이익 혹은 권력을
유지시키기나상실하게 하는 예에 도융이 될 수 있올 것이다 예올들어 회화의 형식이 연

<1-는 것은 집단이나 계급을 사이의 지애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파도 연관이 되는 것이
다 (Edelman 1995. 17.8) 이 껑은 회화의 사죠가 시대적인 애정과 밀정한 연판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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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서도 알 수 있다{ Hauser

1971 , V이 3, 56-7) 그래서 정치적인 행동을 발생시키는 데

에 오히려 예슐이 중요하연서도 힐수적인 부분으호 인정되어야 한다 ( Edelman

1995 , 3,

63)
결국 이 문제는 예슐이 정치를 반영하는가， 주도하는가라는 문제로 귀절된다 반영하는
가， 주도하는가라는 문제는 인ζ}이 사회적 운동이나 활통율 독립적으로 창안할 수 있는

가， 혹은 사회적인 죠건이나 사회구조에 끌려 다니기만 하는가라는 문제와 연관된다 이는
오래왼 논쟁이라고 하겠다-(Edelman

1995 , 69). 어떠한 시대의 두드러진 예술과 그 예숭이

고우t~는 정치사상과 당흔 사이의 상관관계가 깔끔하지는 않다{ Edelman

1995, 5) 양자

사이를 인과관계로 영확하게 기송올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는 있으며 예숭이
정치를 반영하는 것으로만 생각항 수는 없다

2

권력의장악과유지

정치에 영향을 이치는 t에는 예술은 기존의 정치질서률 따괴하거나 유지']-는 데에 기
여한다 예를 들어， 소성 r태백산액j이나 체험적 수기 r냥부군」이 공산주의자를 복권시키

는 데에 기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해방공간어 서 활통한 당시의 공산주의자틀도
인간이었다는 것이 설재(reality)였다고 가쟁하여 보자 그러나 해망 이후의 정치가 반드시
실재에 의거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운의 사람들은 실재가 아닌 것융 실재라고 믿고
행동핸 경우가 않다 그렇다연 죠정래와 이태가 한 일은 그 나릉대로 실재플 밝힌 것이
라고붙수있다
실재릎 밝히는 과정에서 두 작용은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데에 기여한 생인데， 어떻게

해 서 가능하었는7t? 우선 기존의 범주릎 따괴한 것을 을 수 있다 명상의 한국인들은 공
산주의자는 ’나쁜 사람-이며 반면에 반공주의자는 ·좋은 사랍‘이라는 인식을-강요되었
던 세뇌되었던 간에-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는 그렇게 나쁜 사랑도 아니며， 더
좋은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사랍들은 작용융 용하여 알게 되고 느끼게 원 것이다 이렇
게 하여 나븐 사랍’과 ‘좋은 사람에 대한 기존의 범주에 우선 혼동이 생기게 되었다 말하

자연 빨a 산에 대한 이미지가 나쁜 이미지에서 좋은 이미지로 바뀌게 됨에 따랴 분류 혹은
엉주가 바뀌게 된 것이대Edelman 1995 , 15). 이처렁 예울작풍으로 인하여 기존의 엉주가

파괴되며 이것은 기존의 가지셰계의 위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연， 사강등은 실재
에 대하여 이제까지 인지하였던 바가 우너지고 흥동 상태흘 맞게 되어 새로운 실재흘 찾으

상정으로서의예슐확정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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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하게 된다 측 새호용 가지의 위계제와 새로운 형태의 집서용 찾게 왼다 이렇게 보연

예슐작용은 실재에 대한 기종의 인식을 강화하는 것안이 아니라 새로운 실재가 대두하는
데애 자극융 중 수도 있다(Edc l man

1995, 3, 19). 정치적인 관녕과 정치적인 행동에 중싱적

인것은분류인예，분류애따라엉주가달라지연이제까지와다른이미지와오텔올올려내
기 때문이대Edelman

1995 , 5, 19) 이렇재 보연 예슐작용은 싱재애 대한 기존의 인식융 강

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실재가 대두하는 얘애 자극융 중 수도 있다(Edelman

1995,

J, 19)
이 이지가 연<1-는 과정융 더 다루어 보자 건국 특히 한국 전쟁이후로 공산주의자는 사
랍도 아닌 사립이 라는 판녕융 자라는 과정에서 가지게 되었다 이 관녕이 자명한 실재용

서슐한다고 많은 ~댁인들에게 여져졌올 것이다 그러나 엉밀하게 따져 보연， 그 판녕온
만을어진 구조뭉이며 이애 대하여 의문흘 쩌가되고 연정휠 수 있는 것이다 그 후 공산주

의 혹은 공산주의자을애 대한 지적인 활동 혹은 워애서 든 문학작용이냐 영화와 강옹 에
슐 활동， 즉 운화적 수단에 정하게 됨으로써 의문시 되었으며， 급기야 공산주의자을에 대
한 판녕이 바꾸어지게 왼 것이다 기존의 관엽이라는 구조웅이 횡정의 변화애 대용하여 연
경왼 것이대Edelman

1995.5)

그런데 문학가와예슐가들이 실재률 밝히는 일만하는 것이 아니다 예숨가는 있지 않는
실재에 대한 이미지융 오멀어 내기도 한다 그래서 예슐가가 세상에 대하여 제시하는 이미
지나상정， 나아가서는 오옐율 우리는 택하재 원다 이 선택과정에서 이데올로기가 개재되
는 것이다{ Edelman

1995, 4, 7)

그렇다연 반공융 국시로 상다시여 하여 권력융 유지하고자 <.었던 당시의 권역자동로
보아서는 r태백산액 J이냐 r납부군j과 같은 작용이 애초에 층간의지 않도록 <.는 것이 유
리하였올 것이다 말하자연， 일종의 사상경열올 용하여 제재용 가하지 않으연 아니 되었읍
것이 다 권력을 가진 욕에서는 권핵용 영속화하기 위하여 권력의 정당성에 회의윤 가지도

록하는 사상이나예울작용이 대두되지 않도욕 하는 것이 중요하다
툴각톤은 자신의 이상국가로부터 시인과 극작가윤 축출하거나 적어도 그들의 작용융
갱열할 것올 쩨안하였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슐은 현실에 있는 실제의 사율읍
모방<1-는예， 샤올은 앵상융 요망한다 그렇다연 예슐은 앵상용 모앙한 것올 모망하는 것
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슐응 인간올 진리로부터 열어지게 하여 인간애깨 앙상융 심어준
다{R，φublic， 1 0권) 게다가 예슐은 감정을 자극시킨다 감갱이 자극되연， 정신적이며 규엉
적인 형상이 왜곡외여 조장하게 된 다 그래서 강갱융 홍재하고 이성으로 진리에 성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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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안 닿성필 수 있는 이성국7에서는 얘슐은 해가 월 수 있다 ” 어였든 융랴용운 한 국가
의 。l 념 쩍인 욕표와 부합하는 예슐융 보효항으로써 지얘자의 지워훌 강화하기 위한 것이

랴고 용 수 있다(Ede\man 1995 , 42) 이렇재 보연， 앨리트는 얘슐을 용하여 기존의 권력훌
유지하려고 할 것이며， 안연에 대항앨리트는에슐의 힘융 빌려서 권력융장악하려고 한다
기존의 권력자는 얘울율 용제함으로써 권핵융 유지시키고자 항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
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하졌다 스탕련은 쩨급의 갱예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화를
만융기 위하여 그리고 ‘사회주의 인간의 양성， 소련식 사회화툴옥표로 사회주의척 이상에
대한 헌신성， 그 실현의 집단성， 금육과 절제， 개인적 앵복이 나 향락의 거부와 잡온 가치릉

션따‘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리업리음융 강령으로 내 걸었다(이문영 2008， 3 1 깅) 사회주의
리얼리층소설이이러한정치객인기능을담당하었다
스할린이 권력용 유지하기 위한 가장 대 g 적인 얘째의 하나가 포스터라고 하겠다 대중

에재 가장영재 영향을미쳐는것이 길거리애혼히 볼수았는포스터이다 이들포스터는
그래씩의 앵태로 주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래픽의 목소 리는 두 가지 앵태가 있다 공식적

인 목소리는 기존의 권력의 유지용 위한 것이며， 갱부， 지도자 그리고 제도는 갱치적， 정제
적 그리고 사회적 홍재째제용 작용시킨다 비공식객인 욕소리는 기존쩌저1의 이연에 있는
이울의 풍기만큼이 나 제재와 구호용 의문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거부하는 이률융 대연

3) 융악용용 예리클헤스 시대의 고전척인 예슬융 선호하었으여， 이징트인용의 고도료 갱앵화원 에
융용 찬미하였으여(μwι 11. 656d c), 얘슐에서 새g용 것용 우갱서와 타라융 가져다 용다고 보

았다 그래서 에슐에 대하여 융라용이 그 이전에 없었언 혀대강& 가지게 되었다 당시 미척인 문
억가 진보@으로써 예슐의 영혜에서 증거용융추구하다 R연에슐의 대용융무시힘위엉성이 있

융수 !l었다 이 정우에는 예가 되는것이다 당시는전갱과제앙，그리E 전후외 부당 이익자가
나타g으며 셰호운부유엔 셰급이 흥장하였다 새 셰급용예용싹해 후자융하E 에슐싹용융
소지하는것으로 위팡융 나타내고자 하었다 그얘서 에슐용과대명가하:i!， 오든상과모든문쩨

톨 " 1 하혀인 기준으표 명가<1는 정양이 있었다 이영 '1 보언 g 피용이 에용흩 거쭈힌 깃은 당시

에 냉리 보급원 유이주의용 거부한 것이라고 올 수 있다 요헌대， 예슐이 강성융 자극하기 예용
에 에슐에 대한 예하여 객며강껴져 요였융이유가업다고 생각원대H.야er

1973. 89-90~ 그런혜

에슐이 오앵의 요6잉t이 아니라， 잉재톨 더 질오멍양수도 잉다는율라용의 나용 천뼈도 있다
안약예양1 영상에셔 정헝양수 있는 것보다 더 진싱하게 g앵융한다연， 어영제 되는가?이온
(1 00)011어의 시안& 아주 강 압용하웃이 예송가가 마치 신적인 영강융 앙아서(S32e-533c) 일
상정명에서 장융수 있는 것보다 진리톨 더 장요망하연 어 떠한가? 이옹은호어의 시안& 장암
송하농 것용 이용이 장다옹 지식용 가진 젓이 아니해S36d-542b) 신으료부 터 영감을 받온 것아
톨엄없다 그러한이유에서도용랴혼온어여한에융온배칙한다

상징으표서의예울과갱치

한다 양자 사。 l 의 모든 투쟁은 권력과 연관되어 있다(McQui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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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28).

그래서 양측은 자신에게 유리한 이마지를 제공하며 받아들여지기릉 원한다 이미지

는 마치 투표자가 상용을 구입하듯이 사랑들은 이미지를 심리적으로 구입하는 것이다
( M얘u iston 1993, 30)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이들은 에디아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
래역에서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게 한다 이렇게 보연， 그래팩은 미디어 전문
가들이 왜콕하여 만틀어낸 이미지이대McQu islon

1993, 31). 이을 위하여 그래팩 에 많이

의존하는 이유는 그래떡이 대중성이 있으며‘ 사건의 본질과 의미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함
으로써 어떠한 이상과 열망을 의사소홍하는 데에 쉬운 매제가 되기 때문이다{McQu iston

1993 , 9)
그래픽이 대량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벤야민이 예견한 것처럼 그 효과는 더 큰 것이다

대중문화라는 것은 ‘그 개념형성에서부터 자옹주의와 발생적 연관성을 지닌다 대규모 자
본과 대량복제의 테크놀로지를 흥해 생산외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용"01 된 젓이다{이운

영 2008, 7) 어쨌든 포스터에서 나타난 이미지가 권력투쟁의 수단이 되는 생이다

III 아마지 . 상정 그리고 갱치
권력자와 대항엘리트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이지를 예슐을 용하여 창출하고 유흥시켜서
상정체계를 지속시키거나 연화시킴으로써 자신의 권역을 유지하거냐 장악하고자 한다

장자는 강자대로 이러한 예슐올 자신의 기득권융 지키지 위해 이용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
에서 예술이 기존질서을 방어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역으로 강화할 수도 있다 앨리트가
예술의 이러한 상정적인 역항을 어떻게 교묘히 조작을 하는지， 니f아가서 거꾸로 이에 대한
경각심을 대중으로 하여금 가지게 하는 지에 대한 단서률 찾을 수 있겠다 그래 서 에슐작

용이 인간의 마응의 근거에 있는 이미지와 상갱올 제공한다는 정에서 예숭은 정치권력에

대한보다근온적인기초가왼다
그렇다면 정치와 예슐이 서로 관계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양자 사이의 관계에서 상

징이나 이미지는 어떠한 역항을 하는가? 장 앙려진 공공건물 혹은 구조용 둥을 예로 들면
이것들은 주요한 상정이 되며‘ 이 상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든 사랍에게

일깨워준다{Ed리 man 1978, 3)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과 세종대황에 대한 초행울은 상징이
된다 사랍에 따라 이 상징이 주는 의미는 다트겠지만 과거의 영용과 결부시킴으로써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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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축성과 우리 인촉의 문화척인 역량과 국가방어역량‘ 애국싱 퉁융 알게 모르게 고취시

킴으로써 국가와의 일셰강융 가지도록 하는 조형을이다 이로써 이들 조형율은 한국국인
률이 따라야 하는 가치의 서열과 국가의 당연 옥g용 환기시키는 것이다-( Edelman 1978,

6) 그리고 두 초형울은 안보에 대한 두려 용과 더불어 위대한 국가건설에 대한 희망올 올
려일으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징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정

형， 감정 그리고 신녕융 요약하고 앙축하는 ‘압축적 상정 ~(co찌ensational symbol)이라고
하겠다(Sapi r

1

1934).

이미지의저공

정치에 대한 관습척인 가갱은 사랍틀로 하여금 잉묵융 강화하거나 조장한다 기존의
상황이 바람직하며 용가피하여， 지도자는 강력하고 자비홉고 따르는 것이 이로우며， 적
용하고 순웅하는 것이 갱신건강에 좋다는 것을 이틀 가갱이 사량을의 뇌리에 싱어준다

(Edelman 1995, 54). 말하자연， 정치적 상징은 정치적인 실상용 은예하는 기능윷 더 많이
가질수도있다

예술작풍은 이러한 가정융 지배자의 이익을 반영하며 강화항 수 있지만， 저해항수도 었
다( Edelman 1995, 54). M예술작용은 기혼이나 혹은 연갱왼 초건용 보고 이혜하는 새로용
방식융 제시할 수도 있다M( Ede lman

1995. 63)

예슐작용은 인식과 사고을 진부하고 판습

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용되어 판슐적이 왼 가정이라는 것도
절국은 얘술작용이 만든 것일 수가 있다 냐중애 나타난 예슐작융이 이것을 우너뜨혈 수
있다( Edelma n

1995, 54) 이로써 예 슐은 때로는 논리흩 연앵시키거나 예손시켜서 -연형적

인 힘 W(lra떠 fonnative powcr)-올 드러낸다 이러한 것은 20세기 에슐에서 두드러지게 냐타

난다( Edelman 1995, 55 , 59)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슐작용이나 문학작품은 인간에게 이미지와 상정올 제용하
기 때문이다 즉 인간이 가지는 이이지와 상정응 책관쩍인 판장보다는 예술로부터 직껑척

으로나 간접적으호 연유하는 경우가 않대Ede l man 1995, 3)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인간
의 인식이냐 관녕을 형성하는데， 예슐직않운 인식이냐 판업융 효율적으로 형성하재 하는

이미지와 상정올 쩨공'f는 것이다 예를 들연，태액산액j에 나바나는 빨~l{!별흔 인중얘
제 져 사하였던 이미지는 -소작인도 지주저렁 인간답게 샅 수 있는 명퉁한 사회‘라는 이미

지 였다고 볼 수 있다 한연 작가는 인간당게 살수 있도혹 하기 위하여 노력한 이틀이 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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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라는 이미지을 독자에게 심어준 것이다 그렇게 하여 사회주의자에 대한 이러한 이미

지가 독자에게 호소력융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미지는 울론 맑스주의에 대한 이론서척
도 제풍한다 요건대 정치적인 설득을 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쟁지사상 퉁이 제시하는 이
미지， 설회(narratìves)， 고정관녕 (stereotypes) 혹은 상정을 울론 우시할 수 없대 Ed티 m，"

1995 , 146) 그렇지만 대중은 문학작용이나 예술작풍을풍하여 보다 쉽게 그리고 감성적으
로 접할 수 있다 그래서 사량들이 사울에 대하여 개염을 가지고， 지책}고 이해하는 데에
효과적일 수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Ed잉 man

1995, 24-5).

말하자연， 예술이

정치에 영향을 미첼 수 있는 것은 생황하는 세상을 구성<f-는 이미지을 감성으로 용하여 제
공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와 자연에 대한 신녕에 예술이 중싱척인 것처럽

예술은 정치에 중심적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가 없는 갱치가 없듯이 예술이 없는 정치는
없는 것이대Edelman 1995, 4, 7)

예릎 을어 보자 조정래는 진실윷 알라고 억올한 것을 바로 장으려는 의도， 즉 잘못왼 역
사에 대한 인식올 바로 잡기 위하여 r태액산액」을 저솔하였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연

이 점에서는 예숭아 중립적이라고 보아서 예슐은 교갱적빼正的)이라고 하겠다(Edelman

1995 , 17) 그러나 예슐가는 자신의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을 영액하게 밝힐 수도 있으여 이
데올로기적인 입장을 간껍적으로 가정할 수도 있다(Edelman

1995, 49)

조정래는 이녕적

인 연향이 없이 역사의 진실올 추구하였나고 주장한대권영민 1996, 273).~1 그러 나 은예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의 한 장연‘을 밝힘으로써 기존의 관명으로 인해 허구화왼 현실‘올 객
관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융 것이다(권영인 1996, 36, 38). 그리

고 이셰까지 생각하지 옷 한 것융 생각하게 하여 역사에 대하여 새로운 눈올 뜨게 하였다
(권영민

1996, 58, 76)

그 결과로 사회주의자와 빨치산올 머리에 왈이 달린 존재라고 여기

고 있던 명엄한 독자에게 이친 영향은 컸다 옥자에깨 미친 영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
다연， 진보측이 정권을 장악하는 데에 일조율한 것으로 보아도 우방할 것이다

2

상징괴모댈

이미지 혹은 상정들이 어떠한구조로 얽혀지연， 이것이 세상에 대한 오웰을 형성한다 인

간은 이 오텔에 따라 행통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모댈을 어영게 이해하여야항 것인가?

4) ，태액산액」에 대한 아녕적인 논쟁 이 없었언 것은 아니댁권영인

1 996， 3;장)

250

~~정치연구 찌19 집 찌~(2010)

혜껑이 지적한 야대로 인간융 자유옵게 하는 위대한 관념이 연화.õH= 양태가 사상과 문

화의 역사이다 그런데 이 관업은 인간올 혜방시 키고 동시에 노예로 만드는 새로운 관정에
의하여 자신의 열양융 자극한다 -인간올 이해하는 데에 첫 번째 단계는 인간의 사상과 챙

동융 지배하고 관용하는 모웰이나 모옐을올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으로 하여급 인간
이 사고하는 엉주를 인식하게 하려는 모든 시도처렁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고 때로는 고

용스러운 활동이며， 아주 불안스러운 컬과를 가져다주기가 영다 두 언째 과재는 모앨 그

자체를 분석하는 것인데， 이것은 분석자로 하여금 모델융 수용하거나 수정하거나 거부하
게 '1-는데， 마지악의 경우에 그 대신에 보다 더 적절한 모웰융 제시하게 한다~(Berlin 1962,

19) 요컨대인류의역사툴모앨율창초하고따괴하여 옹과정이라고볼수있다
그런데 정치는 이미지와 모렐로 이루어진 장소인데， 사랍률은 자신이 직접 관창하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은， 보도원 뉴스를 그 이마지와 모엔로 다시 표현한다 이이지와 모댈
애 맞추어서 다시 표현하는 것이 인간에게 항상 필요하기 때문이다{Edelman

1995, 1)

얘슐이 인간의 사고와 강쟁에 영향용 이치는대， 그렇기는 하지안 얘울작용은 사회과학
서적이 인간애게 미 치는 바와는 다르다 예술이 인간애게 강력한 강정융 환기시커다는 갱
에서 다르다 예슐은 송겨져 있었던 -감수성 W(sensi bility)융 7냄 환기시키기도 하여， 어떠
한 관엽이나 인식이 영마나 혹단적인지틀 느끼고 깨달도혹 하기도 한다 (Edelman

1995,

53). 예슐은 사회과학의 이혼서척과는 다르게 인간으로 하여음 ‘갱동~(e motion)응 이해하
게 한다(μnger 1946) 바로 이 정에서 예솔이 사고와 갑갱에 미쳐서 새로운 성재용 장초
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닮e lman 1995, 53, 143) 그런데 이지는 앙식이 이성과 논리보다는
강정에 보다 많이 의존한다고 하꼈다 이호 인하여 예슐은 도억객인 변환용 유발시킨다
예룡 를연， 앙치산이 인간다운 인간이었다는 인식융 가지게 됩으로써 한치산에 대하여 보

상과 복권을 하는 것융 옳다는 생각율 사랑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도덕적인 존
재이며， 궁극적으로 도덕적인 근거에서 인간이 정치적인 행동올 한다고 가쩡하면 예슐옹
절국 도덕적인 관녕옹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다고 용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용

라혼은국가가예슐융용제하여야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대 Ede l man 1995, 54)
그렇다면 인간은 예슐작용이 째시하는 이미지 혹은 상정올 모두 수용하는 가? 그렇지

않다 인간은자신의용앙，기대，이익，공포동은가지고있다 자신이하고자하는바와부
합되는 이마지 혹은 상갱융 채택하는 것이다 그형지 않을 경우에는 이이지나상정융 거부
힐 것이대 Ede\man

1995, 5) 예용 등연， 소작인도 지주처럽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명둥한

사회’라는 이마지블 지 주틀은 거부할 것이며， 냥성충심 사회에서는 납녀가 명둥한 사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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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료 하는 이미지는 남성은 거부할 것이다 요컨대 직 접 척이든 간접 적이든 정치적인

당롱은 예술이 제공하는 -관장(perspective)에 의존하며， 예술의 소비자의 동기， 이해관계，
상황둥에따라수용하게 되는것이다(Edelman 1995, 49).

수용여부를 각자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술 소비자가 쳐한 상황이 다르기 때
운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이유도 있다 예술이 제공하는 이미지는 애매모호하여 이미

지에 대한 해석도 다양할 수도 있다 해석이 다양한 이유는 작풍의 내용의 액락이 다양할

수가 있으여， 작용융 관창하는 자의 경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술작용이 전
하는 의미가 다양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예술을 예술로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

고 이러한 것들이 예슐올 예술당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겠다(Edelman 1995, 48, 61 ) 오히
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정에서 예술이 비 간접적으로 그리고 묵시적으로 정치에 영향

을 이치게 된다고 하겠다-( Ede lman 1995, 28, 44) 예슐작용이 제시하는 이띠지와 모댈 중
에서 인간이 선택하는 경우에 인간은 이데올로기에 충동되어 선택하게 되기도 한다 이것

은 예술과 이데올로기가 인간에게 상징이나 이이지등 제공한다는 것은 홉이 없는 -인식‘
( perception)이 인ζ에게는 있을 수 없다는 것올 중영하는 것이다( Ede lman

1995, 4)

이 관계룹 다음과 강이 표현힐 수도 있을 것이다 수잔 랭어 ( S uzanne Langer)에 의
하면， 회화， 조각， 우용， 시 그리고 음악이 정보와 의미을 전달하지만설영잭인 산문
(ex po잉 tory prose) 의 순차적인 영제로써가 아니라， 그것들의 공식 적인 요소로써 전달한다
(μnger

1946; Edelman 1995, 49n, 53 , 74n). 예술형태는

관잘자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에

서의 공식적인 관계에서의 새로운 의띠를 찾게 하며， 갑정과 감정이 형태에 가지는 관계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예송가와 관찰자는 요소들을 다시 절합항 수 있으며， 새로운 형
태， 즉 원래의 인지구조을 구축하는 것의 가능성에 대한 어떤 것을 애운다 슐직하게 말하
연， 형식적인 언어의 모든 특성은 여기에 있다 즉 추상， 그 특정한 내용과는 관계가 없이
형태를 다시 조항하는 것， 새로운 가능성과 의미블 찾기 위하여 지성(심성)을 자의식적으
로 이용'f-는 것이대 Edc lman 1977, 107)

3

이 미 지의정치

그렇다연 예술이 영향력올 발휘하도록 여지를 냥겨두는 갱치는 무엇인가? 환언하연， 정

치에는 어 떠 한측연이 있기 때문에 예술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인간은 정치적인 사고와 신업에 따라 챙흉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려한 신념이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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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간이 가진 가정， 연견 그리고 뉴스 보도에서부터 연유한다 그리고 소셜， 회화，구두이
야기나 &여진 ‘이야기 M(story)， 영화， 드라마， 헬레 이 전 시트코미디 ， 충격적인 소문， 나아가

서는 기 억 될 만한 농당과 갑은 오든 장르의 예술 작용에서부터 나옹다( Edelmao 1995, 1)

그런데 정치적인 뉴스애 정하는 사캉들이 그 뉴스훌 맞추어서 다시 표현하게 되는 모앵，
시나리오， 설회(narrati v이， 이미지 풍은 개인이 안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다 일히}자
연， 직접 정험하지도 않고 정촉하지도 않은 것에서부터 인간옹 세상에 대한 이미지， 상징

혹은 모엘이라는 샤회적인 지혼율 가지게 되는 것이대Edelman 1964‘ 5; 1995, 1).
일반적으로 인간이 보는 것은 객판적인 과정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간

이 보는 것은 또띨어지는 것이며， 보는 것은 인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모델응

반영한다 인간이 어떠한 것융 갱확하고 실채적으로 서숭하기는 어렵 다 객관적인 관찰이
랴는 것은 일어나지 않으며， 그 자체가 신화이다 인간이 판장한 것은 기억할 만한 이미지
로부터 의미를 얻는 정우가 많다( Ede1man

1995, 3)

그러나 안연에 상상을 하여 고안혜 내

기는 쉽다 고안된 것이 어떠한 집단의 이익애 부함되연， 그것은 갱치적인 당론에 상당부
분용 차지한다(Edelman 1995 , 3, 15)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낀다 갯째， 보는 것이 잭관적인 과갱이 아니 라는 정과 객관적인
관창이 라는 것이 없다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다 한국에서 동서 간의 지역척인 감정

융 가지고 있는 이들율 예로 들어 보자 동서 간에 서로 다를 강정융 가진 이를은 갈은 정
치적인 사건에 대하여 해석 <1는 바가 다르다 아우리 잭판적인 사성이 보도왼다고 하더라

도 그 사실이라는 것은자신이 자기 지역에 대한 이미지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타지역인애
대한 이미지에 맞추어서 해석되는 것이다 율흔 각자가 타지역인에 대하여 가지깨 왼 이미
지는 역사적이여 사회격인 산용이다
둘째， 인간이 보는 것은 관젤에 의한 실재의 파악보아도 인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인식
융 근거로 하여 기 대하는 야에 더 않은 근거 률 둔 다 그리하여 기 대 되는 것이 아는 것， 해
석하는 방법 그리고 무시하게 되는 것에 영향융 이 친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인간이 가
지게 된 이 미지， 상정 혹온 모앵이 인간애게 위 협과 희망융 환기 (뺏월)시키기 때문이다

(티elman 1964, 5; 1995, 1) 게다가 얘술은 이미지나 모댄율 앵성하는 예애 기여하는 바
가-시위에 쓰이는 걸깨그링처럼 -가시적이거나 영백힐 수도 있지만， 장채의식적엘 수가

있다 정우에 따랴서는 후자가 더 효과적영 수가 있다(Ede lman 1995 , 2) 그래서 이러한 이
미지 혹은 모엔에 의하여 싱재 (rea lity)와는 무판하게 진행되는 것이 갱치이다 그리고우리

가 생활하는 세상용 구성 "1는 이 이 지흘 예슐이 제공한다는 정에서 우리는 예슐과 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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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다루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치적인

죠건에 반웅 'f는 것。1 아니랴 조건에 대하여 해석을 함으로써 구성한 ‘의이제’의 경합에
대하여 반응으료 정치쩍 행동을 하는 것이다 (Of상복 2010, 331) 그래서 갱치에는 상상， 합

리화 그리고 환상이 나타날 여지가 않아지며 이에 호소함으로써 어떠한 정책을 정당화하
거나취소하게된다
이미지와 모델은 어떠한 역힐융 01-는가? 우질서하고， 애애하고， 모순되어 보이는 일상

적인 정치적인 장연은 이미지와 모델이 있음으로써 이해가 될 수 있다 말하자연‘ 촉애의

역할을 한다 결국 예술은 이미지와 상정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있는 우질서와 모
순을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요사한다j Ed이 man 1995, 4) 다르게 말하연， 이미지흘 흉하
여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의식적인 집단의 구성원이 휠 수 있으여， 정잭져안을 하거나 정당
화하게 한나{Ede lman

1995. 10).

예술작용의 갱치적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취하여진다 모든 갱치적 사건과
행동은옥잡하고애애모호한현상이대Edelman 1995, 7). 근본적인 요소와중요하지 않는

요소의 구분， 그 목적 그리고 다릉 사건과 구멸되는 경계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모든 가능성윷 파악힐 수 없는데， 그래서 애매모호한 것올 혜결하고 많은 가능한 것틀을
한 가지나 몇 가지로 축소시키는 모델을 찾게 왼다 예술은 오탤을 나열하는데， 이것이 예
술의 본질적인 기능이대 Edelman

1995, 8).

않은 개 녕 적인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안이 본질적인 기능이 아니다 위 대 한 예울은 새로
운 가능성과 인식되지 않은 실재의 수춘융 드러냄으로써 사랑들의 상상올 자극한다 마찬

가지로 환상올 만들어내는데 그 행은 사고， 일상생활에서의 인식 그리고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Edelman

1995, 8)

예슐작용은 정치적 행동의 기저에 흐르는 인식과 신녕을 만들어내고 정기적으로 다
시 만들어낸다 이 러한 역할은 대부분 그러 Of듯이 숨겨져 있다 때로는 예술작품은 다양
한 수준의 실재와 않은 실재릉 만틀어 낸다 그리고 때로는 실증주의적인 과학적 저울과

종교적 근본주의가 하는 것처럽 에숭작용은 하나의 창다운 실재에 대한 신녕을 만들어
낸다(Edelman

1995, 9) 그래서 예술의 세료운 형태는 인간의 인식구조의 연화을 예고하

며 ( Benjamin 1935, XVII), 인간집단의 모든 존재땅식과 더불어 인간의 ‘감각인식 ~(se nse
pm'뼈 0)의 양태도 연화을 겪기 마련이대8e미 a min 1935, 111) 인간의 감각인식이 조직

화되는 방식과 감각인식이 이루어지는 애제는 자연에 의하여서안이 아니라 역사적 상황
에 의하여 경정왼다 ( Be njamin 1935‘ 11 ’) 말하자연， 예슐의 양식과 매체의 변화 그리고 이

254

lli영치연구 찌19집 셰3효(2010)

러한 연화률 가져다주는 사회적 죠건이나상황의 연화가 인간으로 하여금 감각인식융 하

는 구조툴 연경하게 도 항 수 있는 것이다 이처렁 대량복쩨융 가능하게 한 기숭의 변화에
의하여 인간은강각인식융 하는 방식이 변하게 되는 것이대 Benjamin

1935 , epi logue)

N , 상정장악력과 권력
예숭이， 보다 갱확하게 행}연， 상징으로서의 예슐이 정치에 영향올 미치는 바흘 고창하

여 보자 여성‘ 노동자 그리고 혹인은 성차별， 계급차별 그리고 인종차별에 의하여 왈명풍
한 지위에 놓여 있었는데， 어정게 이률 탈며하게 되었는지용 살며용으로써 상징으로서의

예술이 정치에 어영게 영향융 이쳤는지를 알 수 있올 것이다

언저 여성의 지위연화 과정융 상여보자 아리스토탤혜스는 생영력을 컬영한 형태의 냥
생이 여성이라고 생각하였다 유태 기독교의 전용은 남생과 여성의 위계적 차이를 인쟁

하었대 Fouca이 t 2뼈. 10) 그혜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엉， 종교， 남성의 용제L 사회제도로
다스려져야 하는 뭘요악이 여성이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졌다 아퀴나스도 아리스토헬레스
의 생각을 받아등였으며 ， 중세 암기에도 이러한 사고가 지배혀이었으여 전숭한 크라나하
가 요사한 이므의 모융도 그러한 개녕을 내포하고 있대C hicago

2006,

1 2히 여성이 수동

적이여， 여성에게 이성용 오혜시키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척으로 영동하며 ， 남성을 위하
여 용사하여야 하며 이상과 갚은 상징으호서의 여성에 대한 의 이 는 예천의 애슐작풍， 문
학， 생활 관챙에서 승득원 것이대Ede l man

1995, 45 -{j;

F，이때lt

2004, 1이

근대애 와서도 루소는 r얘일 i1762)에서 여성은 냥성의 왜확융 위하게끔 교육받아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한연 프로이트는 여성이란 자신이 엘기앙농인 남성이라고 여기고 있다
는 것을 밝혔다 그래서 낭근이 없는 여성은 냥성에 대하여 경여 의식과 수치심을 가지고
쌀싸하였으며 남성 지애 홉 당연한것으로받아틀여야만하였다 1 9세기까지안해도여

성은 법적으로 자신의 동융 판리힐 권리가 없었으여 .20서|기 초까지 여성의 용립찍 장여
는긍지되어 있었던 것이 실상이었대Fωa비 t

2004, 11; Chicago 2006. 81)

그리고 2얘기

가 되기 전에는 여성 화가의 그립에는 성영올 불문하고 누드가 틀어갈 수 없었다{Chicago
2이)6， 1 22)

이상과 같은 냥성과 여성 사이의 가치저 계를 무너트리는 작엉이 이루어졌다 전슐한 투
소에 주장에 분개하여 에리 월스턴크라프트 (Mary Woll sto necraft)는 r여성의 권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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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I..A Vindicolion oflhe Rights ofWoman. 1792)용 저슐하고1 그 후 존 스유어트 밀은 r여

성의 얘속iηe Subjection 01 Women, 1 869:낼 저슐히}여 여성의 명퉁올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성올 명동하재 만드는 데에 이러한 이론서보다 예술작용이 보다 많은 기여률
하였다고 하겠다 대중성이 있기 때문이다 1987년 국내에서 충판된 r자본흔j보다도 서언
에서 언급한 소설， 수기 그리고 영화가 대중성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에 대한

이미지용 바꾸는 데에 보다 않응 기여흘 하였다는 것과 강은 것이다
이상과 강은 갱중되지 않은 가부장척 토대얘 기초홉 두는 가지재째， 즉 남성중심의 애슐
제째블 용괴시키고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이 마 지플 확립하는 데애 예술， 특히 회화가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륜 간단히 살여보자
프랑스의 빅토르 외젠 를랴크로。f( 1 79운 18허)는 「인충율 이끄는 자유의 여신11830)에

서 용강하고 자유호운 영혼융 가진 여성성r융 보여주었다 앨리자에스 애틀릿은 「혜리엇J
( 1 975)이 라는 목판화에서 이국 노얘재 뼈지 운용의 여성 선두자였던 해리엇 터브얀( 1 820

년정 - 19 \3)용 그혔다 이러한 엉련의 회화는 여성도 사회의 일에 기여함수 있는 존재라는
것융보여주었다

여성도 냥성에 옷 지 않는 용기와 완력이 있다는 것이 일련의 회화에서 표현되었다 아
르테이시아 젠틸레스는 r유디트와 훌로에르예스，11 62 1 년 이전}에서 유대인 여성 유디트
가 객장 훌로때르네스의 옥율 에 는 장연을 요사하였다 그리고 프란시스묘 효세 떼 고야

( 1 746- 1828)는 「자라고자의 하녀 1 1 8 1 ι 1 5년 써)라는 작풍에서 전쟁에 장여δ}는 여성
용λ댄 그혔다 이어서 좋란 그로스 에탱하임은 전쟁의 후방에서 군수물자윤 생산하는 여
성상융 r후방'1 1 943 년) 이라는 판화애서 요샤하였다 마칭내 1997년애 는 근육짙의 여성의

모융이 션시되어 여성， 아름다용， 힘에 대한 기존의 개념융 뒤혼들었다
수코우는「뉴에드포드강간사건1 1983)이라는작용융용하여냥성의잔인성올고발하

였다 그리하여 남성 지배체제용 규탄하는 작용등이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까지 금
기시되었던， 여성의 냐신상(여성이 누드모옐로 그리게 된 것도 큰자의 일이다)， 입신한 여

성， 출산하는 여성， 수유중의 여성， 여성의 성기， 레즈비언 심지어는 오중 누는 여성 등올
묘사함으로써 이재까지 수지심의 표적이 되었던 방기용능인 여성의 옹율 과감하게 요샤
하였다 끝내 니콜 。}이젠만은「아uf폰 구성 11992)에서 여성들에 의하여 거세당하는 냥성

의모융융묘사하였다 이것은낭성의잔인성쓸거세하겠다는여성의능동적인자세를보
여준것이라고하겠다
이렇게

*

역 정중되지 않은 가부장적인 토대는 근거가 없으며， 냥성의 잔인성이 고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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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여성이 남성안픔 여러 가지 방연에서 동퉁한 능력융 가졌다는 것이 회화， 내지 는 얘

슐어 서 표현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회화에서 수동죄인 여성상어 서 능동적인 여성상으
로의 연모가 나타났는데 .20세기에서 여성주의 예슐의 갱정은 주디 시카고(J udy Chicago,
1939- )애서 찾올수있올것이다

시카고는 가양J적인 관행이 가지는 문화적인 의이용 드러내고 여성의 g현의 자유

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였다 그녀는 인류문영에 기여한 충요한 여성툴， 예흘 을연 에리
노어 (Eleanor

of Aquitaine, 1122- 1204)와 같은 여 성융 부각시키고(The Dinner PartYJ라

는 작풍>，sl 여성의 정체성융 표현하고(TIu이 gh the FlowerJ라는 작용을 홍하여). 1 970년
대의 여성해방운동의 시각척인 맥락융 쩨시하였다 그리고 1 970년에 여성주의 에 슐 프로
그행올 창설하였다 이 프로그댐은 「쥬디 시카고와 캘리포니아 여 자J..J 뼈Y Chicago and

the Califomia Girl)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197 1 년에 안융어졌다 그녀는 샤띠 로 (M iri am
Sc hapiro, 1923- )와 더불어 여성주의 예슐전시회를 조직하였다
이어서 시카고는「파워§얘이J.. 1982-8이라는 연작을 흉하여 남성성의 심리를 연구하고?
그 후애는 r대학살 프로젝트 어둥얘서 빛으로J.. 1 987-93)용 용하여 여성의 억압이 어떻게

차별과 착취， 연협과 싱지어 대량학살올 낳는 더욱 거대한 지배체제와 엮여 있는지률 보여
주었다{Chiçago

2006, 11. 12)

샤피로는 1970년대 초기의 여성주의 운통에 영향을 받았으

여 그녀는 ‘에마지 "(“m m ag야라는 용어를 창안하었는데， 이는 여성듭의 손으로 만든 작
용， 즉 자수， 이올 퉁융 의이한다 그녀는 예슐작용융 용하여 당시 가갱주부틀의 의식융 드
높이려고노력하였다
여성안이 아냐라 노동쩨충의 고용올 에슐로 g현 한 이로 쩨태 휠비츠 (Käthe Schm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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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너파티는 대혐 영티이 디어 작용으로 여성사에 바치는 잔샤료 가흑 자 있다 바느정과 도자기
그험 갈은 기슐융 사용하여 여성 휘양올 드러내었다 이로써 여성의 상정척인 역사용 g현하었
다 구제적인 상정용융 용하여 셔앙운영애서 어성이 사지하능 역사척인 위상과 역싱슬이 이용
엉적용 보여주고자 하였다 삼각앵 구도의 성찬대 앵식으로 안용어진 대규모의 셜치작용인어L

시카고는 인류역사의 을흉기용 아꾼 39명의 유영 여성 인사용 기녕하고 수않은 다혼 여성률용
언급하었마 다녀따티의 탁자가융여 있는 사가 야닥융유산의 바닥이라고 용었는떼‘ 이 야당에
는 999영의 여성의 이용이 새겨져 있c.t{Chicago

2006, 10, 43‘ 45, 78)

게 다가 옥영에서 전시회용

힐 때는 예니 ~앵스존의 욕장용 한 여성 져휘자가 냥장용 하고 여생안으로 구성왼 오케스트라
용 지휘하였다 이쩌 g언스가의 01하는바는대단하었대:Chicago

2006, 78)

일안적으호여성이

지적 항용이나 문학용 응라도 예g 혹01 응악에 조애용 가생 수 없다고 여져졌으며， 여성이 지
휘한다는 것은이제까'1 상상하 71 어려웠 71 예문이다

상갱으로서의 에슐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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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이 Iwìι 1 867- 1 945)용 빠트혈 수가 없다 사회주의자이며 앵화주의자였던 독일여성 몰

비츠는 가난에 찌등어서 자식조차 건사힐 수 없는 여인툴과 고용융 받고 영든 노동자들의
장혹한 삶의 모융올 「직조풍의 봉 7!lWeberaufl잉and ，

1893-97), r.축은 어린이와 더울어 있

는 여인jWoma n with αad Child, 1903), r농민전쟁 l Ba uem k rieg， 1902-08) 둥의 작용애

서 애갱， 석판， 옥각， 회화 둥의 방식으로 요현하였다" 이러한 작용융 용하여 소외쩨충융
끌어 안고 그들의 고용애 동창하연서 그녀는 자유와 정의라는 가치공 드농。l 혀 고 하였다

노동계충의 고흥과 열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서언얘 언급한 r태백산액j과 같은 문학작

용이나 영화풍올 용하여 일깨워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 다연 예울이 어떻게 혜서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라는 문제를 살며보자 인류
역사에서 핍박율 받았던 여성， 노풍자 그리고 혹인의 권리 를 앙〈햄}는 이혼서적은 많이 있
다 이러한 이론적인 서척등은 이성에 호소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 치 짙서를 또띨려고 한다

연， 애슐가는 감성에 호소하여 자신의 옥척올 달성하려고 한다고 올 수 있다 예슐가는 이

성융 초월한 써계의 중요성융 느끼게 하고 느꺼도륙 인도한다 문학이나 얘송은 일반잭으
로 강성적인 인식용 일깨우재 하기 얘문이다
여성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여러 가지 에슐작용율 용하여 ‘여성과 냥성 모두 가부장쩍

판녕어 A• 자유로워질 수 있는 세상， 압제와 위계어 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 진정으로 인간
척인 세상을 제시하고자 한다~(Chicago

2006, 12) 이처엄 명풍한 성올 추구하는 예송 활

동은 -그 자제로서 예슐의 성격과 사회 객 기능올 6마는 것이었다"(전경옥 2006, 255) 이
점은 노통져와 혹인에게도 마싼가지이다 자영이 없는 모두 명풍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
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이상적인 애상을 하냐의 모앵호 본다연， 예술가는 이 모
옐얘 대한 이미지와 상정만이 아니라 모앨융 구성히는 데에 잉요한 상징이나 이이지흉 셰

시하는역할을하는생이다
그렇다연 이러한 상정이나 이미지를 이론서적， 즉 위대한 사상가을의 저서도 져 시한다

6) 한비츠는 게E하프트 .~프트인"(Gerhart

Ha매tmann，

1862- 1946.

1912년 노옐운학상)의 연극，

r직조공lDie Webeι 애%년 에용련에서 초연}융 보잉다 이 연극온 1 844 년의 실래지언 직초공

퉁이 받은 억앙과 용기가 실얘한 것융 극화한 것이다 이에 영강용 앙아 혈비츠가 작용융 내게
되었다 하우프트안의 연극이 의의가 있는 것은 영용대신에 하충민융 주요 동장인율호 상았으
여， 노동계급이라는 용어는 1 8 1 5년정에 나왔으여 그 후에 셰급감둥이라는 용어가 나왔다는 예
그는 부료주아가아닌 직쪼용률융 계급으로서의 하나의 용용세호 보앙다는 껑이다 그리고 종
거리(에이)보다 정단의 앵동융 표현하는 데에 초정융두었다 이 갱에서 하우으트안은새로용 엄
태의 연극융 안훌었언 생이대씨lI iams

1918, 211-5; 198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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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학이나얘슐작용과 이흔적인 서적이 이미지와상정옹 제시하고 이로써 인조때게

영향융 이치는 방식이 다르다

여성， 노동자 그리고 혹인이 명동하게 살수 있는 ^11상은 어 "1 한 세상인가? 한마디로 말
하연， 인권이 보장왼 세상이다 그렇다연 인권올 보면적인 가치로 정착되게 하는 방업은
무엇인가-1 0 1 애 대하여 리처드 호티 ( R ichard Rorty)는 다용과 장은 견해를 채시한다 이

성을 용하여 얻는 진리가 인간융 도덕적으로 그리고 자유용게 만든다는 플라톤의 가르갱
이나 인간을 수단으로안 대하지 알라는 칸트의 가르엠율 인류에게 교육시 키는 것안으로

록하지 않다 다자도 똑 잡은 인간이라는 것올 깨닫게 '1-는 -정서적인 교육’(sen ti me n어|
educa t ion)이 보다 중요하 아 예응 을연，톰 아저씨의 오두악집j이라는 소셜은 혹인도 갈
은 인싼1 랴는 것융 액인률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깨달게 하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이

와 마찬가지로 인권이 우시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보스니아의 여성의 후손이 언젠가는 냐
의 후손의 여느리가 핑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연， 어떠한 타자도 강은 얀간이라는 것

올 얘닫게 휠 것이다 알1씨연， 이흩 깨닫게 '1-는 i슬은 잡정잭인 이야기‘(여 sentimental

story)릎 을려주는 것이 인간이라면 도덕적인 의우흘 무조건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
보다 효과적인 방엉일 것이다 이쳐럽 비역사적인 힘이 부과*↑는 무조건적인 도덕적 의무

에 의존하기보다는 인간의 감갱에 호소하여 인권이 역사척인 하나의 사설이라는 것을 느
끼고 인식하도륙 하여 인권이 보연적인 가치로 정확원 수 있도륙 하여야 한다-(Rony 1993,
l ι 134) 이것은 인간의 정녕애는 ·공강M(Sympalhy) 의 권능이 포항되어 있기 때문에 정녕

에 기반올 두어야 윤리의 꽁꽁적인 성격올 확보항 수 었다는 홈의 주장과 액올 강이 한다

고 하겠다{박동천 2007, 355) 예슐작용이 인간의 공감융 영융수 있는 것은예슐작용이 일
종의 도덕적인 표상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맑스의 이론보다는 소갤 'EiI액산액，0 1
한국 역 A에서 억눌렀던 자률의 입장율 이해시키는 데애 더 효과적인 것이다 강성에 호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다 그리고 지주와 비슷한 잉장에 있는 사랑을은 영퉁한 사회
라는 이상을 자신의 입장에서 선뭇 받아틀이려고 하지 않겠지만，태백산액j에서 냐타나
는승은 이야기툴 툴게 되연서 결국에는 감정적인 공감옹 가지게 되어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용리적인 공감때가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얘송옹 흉하여 윤리적인 공감대라는 강성에 호소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객이라는 것과
이것이 정치와어떻게 연판이 되는7.1 여권신장율예용툴어보자 문학자들과예술7뜸안

이 아니라 이론가를도 남녀명풍옹 위한 노력은 경주하였다 이이 이돈적으로서는 남녀명

풍이 옳다는 것을 모든 사랑들이 냥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실천되지는 않았

상갱으호서의 애슐파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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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술가틀이 작용을 몽하여 감성에 호소함으로써 사람툴옹 냥녀가 명둥하다는 것이 옳

다는 것을 로티가 지적'1-듯이 느끼게 된다 이렇게 되기까지 여성주의 예술가들은 무엇용
하였는개 간단히 알하연， 여성주의 예술가틀이 상징체계용 판장하는 힘을 가지게 된 것
이대Chicago

2006, 10)

여성률은 문학에는 비교잭 일찍부터 관여한 수 있었지만， 예슐분

야에는 쉽게 관여할 수 없었다 전슐한 시카고가 여성주의적인 작용율 제시힐 수 있기까지
에는 많은 난판을 녕어야 하었다 그 난관을 극복하였다는 것은 컬국 여성주의 예슐가가

사양을애재 어떠한이이지 혹은상갱용부여하여 기존의 모웰 혹은기존의 모델에 부속원

여러가지이이지와상징용대제할수있깨되었다는것옹의미한다
울론 여성이 자신들옹 위한 상정체계를 관장할 지위나 힘융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남녀
명둥이 곧 바호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실 여성의 장정권융 획득하게 된 것은 냥녀명

퉁이라는 거장한 이녕이라든 7f， 여성이 자신의 지위향상올 위하여 상정세계을 판장힐 힘

융 가지재 왼 것 얘문이 아니라 양차 대전애서의 여성둥이 전쟁율 수행하는 예얘 기여하었
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힐 것이다 프용에타리아트와혹인등도 그들이 인권율

확보하기까지는이와 비슷한 과정율 거쳤을 것이다
남녀명등을 위한 이흔융 제 시하거 나 이를 일깨우는 예송작풍율 안든다는 것은 권력의

행사에 어떠한 의 " 1 가 있는가? 냥성우위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에는 여성의 영용
한 지위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틀여졌올 것이며 여성 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흘 제기하

지 않았을 것이여， 냥녀사이의 용명둥이라는 문제가 사회적 혹은 정치척인 문제로 부각되
지 않았을 것이다 그영다연 냥녀영둥올 위한 이론이냐 이잘 일깨우는 예슐작용은 이재까

지 문재가 되지 않았던 것융문제가 되도록 하는 데에 임조용 한생이다
요컨대‘ 권력애는 절정융 내리는 힘만이 아니라， 의재용 성갱하는 힘도 권력이다
( Heyw뼈 2004, 122-8) 낭성지배사회에서 냥성은 냥녀가 용명퉁한 사회적 현실용 사회

문제가 되지 않도륙 의도척이떤 의도적이 아니었던 안등었다연 남성들은 냥녀융명퉁이
사회적인 운제가 되지 않도꽉 억능였다는 접에서 권쩍융 행사한 생이다 마찬가지 로 여성
주의 예술가들의 작용훨동으로 인하여 남녀가 융명퉁한 사실이 사회문제가 될 여지용 만

들어주고 실제호 사회문째가 외도록 하였다연， 절과잭으로 여성주의 예술가들은 냥녀가
율명둥한 사실이 문재가 되도혹 의식적이었던 무의식객이었던 조력용 한 생이다 즉 의째
로 설정되도록 권혁융 행사한 것이다 알하자연 ， 남녀 사이에 루요권의 불명둥이 문제로

되도록 안든 것이여， 남녀명둥융 위한 이론가와 예송가의 노력이 결국 보풍선거륭 택하게
하는 절정융 끌내 내리도륙 하게 만든 것이다 전울한 것처펌 보용선거가 실시된 것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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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에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제기가 되어 보용선거실시 여부
를 결정할 때에 여성주의 예슐가틀이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게 된 것이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상정으로서의 예슐은 의제를 설갱하는 권력을 가진다는 접어 서 정치
와 연관이 된다 비단 여성안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와 혹인과 같은 소수인종에 대하여
서도。}상과같이볼수있을것이다

남성지배사회에서 낭성은 남성의 우위권올 확링하고 유지하는 데에 멸요한 상정을 안
을고 강화하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성주의 예술가는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과 냥녀명둥이
정당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우고 남녀명퉁이 실현되는 사회을 만들기 위하여 여성

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혹은 상정을 만들어 나가연서 이를 사랑들에게 싱어주었다 이러한

상정과 이이지는 어떠한 계기에 이 르렀을 때‘ 냥녀명퉁을 위한 정치적인 결정윷 내리는 데
에 역할올 한 것이다 일단 냥녀명퉁이 이루어진 후에도 여성주의 예술가틀은 남여명둥이
실현된 사회체제 혹은 쟁치제제릉 지속시키기 위한상정과 이미지률 재생산힐 것이다 그
리하여 냥녀앵퉁이라는 사고와 관챙이 우너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보연 예술

에 의하여 표현왼 이미지 혹은 상징은 인간의 샤고만이 아니라 행동을 용제하는 것이다
말하자연， 상정으로서의 예술은 인간의 사상을 홍제한다는 정에서 권력올 행사하는 것
이다

여성주의 예술가는 남성중심사회의 상정제계 틀 무너트리기 위하여 지배적인 상정제계
에 여성에 우호적인 상정을 만들어내고 제시함으로써 결국 대항 상정체계를 제시함으로
써 의제를 설정하는 권력과 의제설정율 하기 전이나 그 후에도 사상융 용제하는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고올수있다 요컨대，상징으로서의 예술은우선적으로는의제설정과사상

용제라는 측연에서의 권력올 행사한다고 하겠다 울론 이러한 두 가지 측연의 권력이 정지
적인 결정을 내리는 권력에 절국 영향올 미치는 것이다

V 결어
예술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문화와 정지의 관계에 대한 운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관녕의 역사는 공동생활이 연화하는 조건에 사고나 갑정에 있어서
인간이 반용한 것의 기록~(Wi l1iams 1 982， 285 )이며상갱의 창출과 이에 대한 비판의 역
사가 바로 인류의 운영사이자 문화사인 셈이다~( Whilehead 2003, 108). ~문화는 기존의 유

상갱으로서의예슐과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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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급의 산울인데， 유한계급은 새훌고 파괴적인 힘 에 대항하여 그 문화률 옹호하려고 한

다 문화는 새롭게 대두하는 계급의 계숭울인데， 이 계숭울은 미래의 인ζ열 포함하고 있
다 이 계급은 문회에서 문화의 제약융 없애 려고 한다~( Williams

1982 , 306)

문학이나 예슐은 결국 어떠한 사회의 문화를 이룬다 바꿔 말하연， 문화랴는 총셰의 부

분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슐이 상정장악 력 을 가집으로써 정치와 연판이 된다는 것

은 문화라는 맥락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문화는 특정한 삶의 방식을 기술하연서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표현한다 특정한 삶의

방식은 복함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정힘을 공유하는 어떠한 사회는 그 문화가 나타내는
가지 에는 ‘감정의 구조 "(the structure of fce1i ng)가 있다{Williams 2003. 302-3). 공유된 감

정의 구조가문화를 지행F는한부분이라고 하겠다
감정의 구초는 우리가 경협하는 것 중에서 아주 깅게 있으며 때로는 가장 적게 구체적인
요소이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의 구초가 우렷이 구벌이 되는 -구죠W(formatio 이)， 신녕 그리

고 제도로 된 것은 아니대에 ll iams 1978, 10). 실제로 있는 감정의 구조를 찾는 것은 예술
과 사회에 기울이는 관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Williams 1978, 11 )
감정의 구조와 관련하여 예슐가의 중요성은 감정의 구조라는 것이 구조라는 사실에 있

다 새로운 반융， 이익 그리고 인식이 흐르는 것이 구성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
신과 세계를 구성"\는 새로운 방식으로 구성하게 한다 그러한 구성은 당대의 모든 전쩡

한 활동의 옥척이며， 그 성공은 예슐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예슐가는
하는 일의 득성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아 과정에 직정적으호 연판되어 있다 그러한 구성이

가용훨 수 있게 되어서 예술가는 일을 할 수 있는데， 명상은 개인적인 발견으로 그리고는
개인적인 발견이 홉어지며 그런 다응에는 한세대어 서 일하는 방식이 된다 이것이 실제로

의이하는 바는 새로운 켠벤션W(con vention}을 만드는 것이다j{ Williams 1978, 11),11
강쟁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에 부닥치는 문제는 역사적인 연화가 복잡하다는 것과 어떠
끼 컨앤센 con venl ion r을 이해하는 것은 형식으로서의 연극을 이해.\는 더 에 기온이다 관습은 정

>1, 총회

같이 모이는 것1 어떠한 목적융 달성하기 위하여 대요자의 연합， 구제적인 협정애 앞서

는 동의， 혹은 관습이랴고 하겠다 마찬가지료 컨앤셔열 con venti ona l'이라는 것은 약정애 의하
거나 묵시적인 동의에 의하여 갱하여지여 수용된 기준에 웅의하거나 계약애 동의하는 것웅 의
미한대 WiIl써rns

1978 , 3).

컨앤션은 수용왼 기춘과 더풀어 묵시적인 동의룡 포항한다 용의는

대제로 핀습적이여 때로는 우의식적인 것이대W“ l ia찌 s
하게 되는 것이대Wi l1 삐m s
수단이다l{Wi lliams

1978, 7).

1978‘ 6)

1978, 4).

컨앤션이 있음으포써 연극용

이 정얘서 연극애서의 건앤션은 연극올 하는 데얘 기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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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기와 사회에서조차 다른 구초가 공존한다는 점이다{William s

1978, 13)

그리고 일단

의 형상(야，ure)，이미지 그리고상정 퉁이 ‘깊은마응속~(a deep of the min이으로들어간다

는 점이다 깊은 마음속은 이제까지 우리의 습판화에 너무나 미묘하였대Wi1I iams 1978,

383-4)

감정의 구죠와 효과객인 관습 사이에는 정확한 내적인 관계가 있다 ( William s

1978, 385) 지애충은 기존의 강갱의 구죠를 유지하려고 봉쩨힐 것이며， 대항 엘리트플 이
용 바꾸려고 할 것이다 r태액산액j과 같은 소설을 쓴 분학가와여성주의 예슐가는 강쟁의

구조률 바꾼 것이라고 용 수 있다 딸하자연， 감정의 구초용 바꾸는 데애 옐요한 이마지와
상징융 문학가와 예울가틀이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정에서 예슐은 보다 넓은 문화와 관

연이 되며 상징으로서의 예슐 혹은 문화는 정치에 영향용 이친다고 하겠다

인간올 지배하는 이미지는 인간이 만든 구조설이다 바로 이 이유에서 판창과 신녕이 객
판적이며 따라서 이로부터 추흔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함리적이라는 개녕은 곧바로 거부
될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않은 제한이 주어져야 한다 쟁확하게 관장하려고 에심한 주

의툴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온 것과 본 것이 해석되는 방식 사이에는 공영하는 야가 었다

(Edelman 1995, 3)

바로 이 정애서 갱치애는 절대적인 진리용 잦융 수 없게 된다 인간은

이미지나 상정옹 용하여 실재툴 파악하기 때문이다 냐아가서 상징이나 이이지에 의하여
인간이 사고하고 행동융 하게 외연‘ 갱치에서 비한리성이 노용되기 마련이다

왜 그러한가? 정시권쩍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 예술이며， 예슐은 갱부
의 갱책에 대한 공중의 검갱융 열거 <1는 데에 보다 근본척인 토대휠 형성하고 있다 그래
서 예술은 다뺑! 갱치적인 이해관계툴 추구한다 강자는 강자대로 이 얘술올 자신의 기
득권올 지커지 위혜 이용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예술이 민주주의블 방어하지 않올 수
도 있으여， 역으로 강화힐 수도 있다 엘리트가 예술의 이러한 상정적인 역할을 어떻깨 교

요히 조작올 <.는지， 나아가서 거꾸로 이에 대한 경각심융 대중으로 하여금 가지게 하는

지에 대한 단서울 찾용 수 있겠다 문화죄인 창조의 변화가 경제객이며 사회적인 초건의
연회별 따랴 잡지 옷 앙 수노 있다 예술이 기존의 실서 용 용호한 수도 있다 그렇지안 다
롱 한연으로 예슐작용은 기존의 법주와 가치의 위계용 파괴함으로써 새로운 실재의 동장

얘 대한 자극이 될 수도 있다 요컨대， 예술형태는 판장자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에서의 공
식적인 관쩨애서의 새로운 의미융 찾재 하며， 갑갱과 강쟁이 형태얘 가지는 관계에 대하여
이빼하도륙한다 그래서 예슐용우리가판융적으로 정치라고 보는 것의 발천애 대한 기초

용지시한다

과학과 예술은 생각하는 것만큼 구별이 되지 않는다 분리되어 있다고 여기께 히는 것

상갱으호서의예슐과갱지

자처 가 어느 측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다( Edelman

1995,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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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과가 객관성이 더 있는 것처렁 여기게 항으로써 이익을 얻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슐
은 자유흉깨 상상하고， 사고하고 그리고 표현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것을 제약하려고 노력하기 마련이 대Edelman

1995,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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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Arts as Symbols upon Politics
JongEun Lee I K뼈1il1.nYersi’y

The arts nOI on ly reflects the ways how political powers are exercised , but also
reçommend Ihe ways. People can hold and maintain their P'이 iti ca l powers through arts. Arts
πproduce

and creale the images which ∞ nstitute the symb이 ic system for people. People

live on the

m여eI 5U잃ested

by the

symb이 ic

syslem. Th ose who can hold and maintain

power for grasping symbolic syslem wi ll hold p이 itical power
Arts can hold symbolic system by invoking human fi야 lin양 Human feeling can either
reinforce the present Slructure of feeling or create a new SlrUClure of struclure. This
slructure of feeling may arouse the ethical emotion for changing power struclure. In these
ways the impa이 of arts as symbols may be exercised upon po1itics
Keywords: arts., literature, power, symbol , power for grasping symbolic syslem, image,
m여eI. structure of feel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