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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
최근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증대되면서 문화정책에 대한 위

상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문화정책에 대한 정부 개입과 권력으로부터

의 독립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차적인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본고는 

영국의 문화정책을 통해 공공정책의 타당성과 접점은 무엇인지 고찰한

다. 영국 문화정책은 ‘팔 길이 정책(Arm’s length policy)’이라고 불릴 정

도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강조되었으나, 최근에

는 정부구조와 성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을 보였다. 문화적 ‘다양성

(diversity)’을 표방한 블레어 정부는 정부 개입을 통해 문화 접근성 확대

와 민주적 가치 실현을 추구했지만, 문화정책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았

다. ‘우수성(excellence)’을 특징으로 하는 캐머런 정부는 정부개입을 축

소해 영국 문화자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지만, 문화예술 공간 및 사업을 위축시켰다는 평가를 받았

다. 이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시하는 영국에서도 ‘우수성’과 ‘다양성’

이라는 수사와 정치적 가치가 맞물려 문화정책이 남용되거나 부재하는 

형태로 반영되었다. 문화예술이 갖는 근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문화정책

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정부의 개입기준과 적절성은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주 제 어 : 영국 문화정책, 블레어 다양성정책, 캐머런 우수성정책, 문화예술의 사

회적 가치, 문화예술의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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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영국의 문화정책은 국가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이른바 ‘팔 길이 정책

(Arm’s length policy)’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문화예술 영역에 있어 정치적 중

립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전문성을 존중하는 체계이다. 영국에서 예술가의 활

동은 자유롭게 허용되며, 정책과 예산배분은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위임되므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다. 오랜 기간 영국은 ‘작은 정부’의 문

화정책을 지향해왔지만, 최근 문화예술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

게 된다. 이는 영국 역사학자 토니 주트(Tony Judt)가 제기한 문제와 맥을 같이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결정하는 주

체는 누구인가? 문화 공급자인 예술가 보호를 우선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적 

소외계층을 먼저 포용해야 하는가? 등의 근본적인 질문들이다. 그동안 영국 정

부는 문화정책에서 주도적인 역할보다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정부

는 문화 전문가로 구성된 다양한 기관들을 지원하면서도, 일정부분 이들과 거

리를 두면서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했다. 이는 중앙집권적 성격을 갖는 프랑스, 

분권화된 지원구조를 표방한 독일의 문화정책들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특징이

다. 그러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문화정책에 대한 

영국 정부의 역할과 기능도 함께 변하고 있다.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은 문화에 대한 인식, 혹은 정치체제나 주요 정당

의 정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정책 연구는 문화예술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취할 것인가,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분석하고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연구범위

의 차원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공적이익(public interest)을 근거로 하는 국가

의 개입문제, 그에 따른 국가의 기능과 역할 문제, 문화정책과 관련된 행정체제

나 제도, 기능 등이 정책연구 범주에 포함된다.1) 이와 관련해 정치학자인 위스

1) 홍기원, “문화정책 연구에 대한 학문분야로서의 정체성 탐구”,『문화정책논총』, 21
집 (2009년 2월), p. 90,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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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르스키(Margaret J. Wyszomirski)는 정부가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하는 일

련의 행위를 문화정책으로 간주했는데,2) 홍기원은 이를 정부가 지원할 만한 가

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일련의 활동으로 재정의 했다. 즉, ‘문화정책’은 정부

가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가치만을 표상하는 것이거나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과 수준에서 정치적 선택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

서 본 연구는 영국 정부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시행한 내용, 특히 정부가 중점을 

둔 가치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각 정부의 정책내용과 가치를 거시적으로 고찰

해 봄으로써 영국 문화정책이 갖고 있는 문화영역의 독립성과 국가개입 문제를 

재조명할 수 있다. 

국가개입에 따른 변화 양상에서 고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그 기저에 

문화예술 가치에 대한 논의3)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예술 본래의 역할

에서 벗어나 외재적인 부문에만 집중하면, ‘문화예술의 도구화’란 부정적 시각

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영국 문화정책의 경우, 외재적 가치 담론의 형성, 확대

와 함께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었고, 문화예술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다. 문화예술이 갖는 경제적 가치는 창조정책 담론과 시장화 정책으로 

구체화되었고,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는 사회통합 정책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문화예술이 갖는 외재적 가치에 대한 담론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블

레어 정부가 주창했던 창조경제 정책은 문화융성, 창의산업 등 한국경제의 새

로운 동력을 상징하는 수사로 주목받았으며, 코리아문화수도 시행, 지역문화진

흥법 제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안으로 전국적인 문화도시의 확산을 낳았

다. 또한 영국의 문화정책은 많은 부분 한국의 문화정책 안에서 차용되기도 한

다. 그러나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는 정책상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렇

다면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고려해야 하는가? 

실제로 영국의 경우에도 문화예술이 갖는 사회적 효과와 무분별한 활용은 여러 

2) Margaret J. Wyszomirski, Controversies in Arts Policymaking (Westview Press, 1982) 
pp. 21-34.

3) 즉, 문화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본질적인 가치란 무엇이며, 문화예술이 갖는 심미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는 양립하는지, 내재적 가치만으로는 공공지원을 정당화할 수 있

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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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문화정책에서 많은 부분 정치적 영역과 수

사로 혼재되어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영국 문화정책이 추구하는 우수성(excellence)과 다

양성(diversity) 개념은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국가의 개입한 

정도와 채택된 정책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영국 문화정책에 관련된 

기본적 논점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나 노동당-보수당의 문화예술정책 

비교라는 거시적 목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개별 정책의 미시

적 분석은 시도하지 않는다. 영국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기존 연구는 주로 지원

체계나 창의성, 예술교육 등에 집중해왔다. 한승준, 박치성은 프랑스 및 한국사

례와의 비교를 통해 영국의 문화정책 체계가 독립적이면서도 통합적으로 구성

되어 네트워크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4) 정종은은 영국 창조산업이 부

상한 배경을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분석하였고,5) 최보연, 김병주는 영

국 창조산업과 인력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예술교육의 흐름을 연구하였다.6) 

홍종열은 리버풀 사례를 통해 창조성과 지역 문화정책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분석하였다.7) 이렇듯 최근 연구들은 행정적 측면에서 다른 국가 및 제도에 대

한 비교분석, 혹은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진행된 제한적 사례를 넘어, 통시적인 고찰을 통해 영국 문

화정책의 종합적 특징과 최근 경향을 고찰한다. 특히 문화정책에 내재된 가치

들을 통해 영국만이 갖는 고유한 철학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영국의 

복잡한 행정구조와 문화정책에 대한 방대한 역사를 검토하는 문제 때문에, 심

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4) 한승준, 박치성, “문화예술지원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비교 연구: 영국, 프랑스,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행정논총』, 50권 2호 (2012).
5) 정종은,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부상”,『문화정책논총』, 27권 1호 (2013).
6) 최보연, 김병주,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과 과제: 영국의 사례를 통

한 시사점”,『한국초등교육』, 24권 4호 (2013).
7) 홍종열, “창조경제 시대의 문화산업과 지역문화정책”,『문화산업연구』, 12권 2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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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문화예술의 가치와 이념적 배경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개입 근거를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여기서 문화예술은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도 유익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전제한다. 물론 가치판단의 영역이므로 객관적 

평가는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문화예술은 그 자체로 본원적 가치를 내재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

신적인 즐거움에 대한 욕구를 가지는데, 문화예술 작품은 이를 해소하는 주요

한 도구로 인식된다. 문화예술 작품과 활동의 심미적 형태는 분야에 따라 다르

게 표현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작품을 마주하고 소통

함으로써 심리적 만족감과 정신적 풍요로움, 행복감을 체험한다. 미술관에서 

회화조각을 보고, 음악공연을 감상하며, 영화를 보고 책을 읽는 등 문화예술을 

경험함으로써 삶의 위안을 얻거나 아름다움을 느낀다. 사교나 오락으로서 향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익하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을 접하기도 한다. 매슬

로우(A.H. Maslow)가 인간은 최종적으로 자아실현의 욕구를 추구한다고 지적

했듯이, 사람들은 문화예술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 만족감을 충족시킨다. 

이스털린(Richard Easterlin)의 지적처럼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경제적 소득과 

기본적 욕구 충족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신적 측면의 만족, 행복감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잉글하트(Ronald Inglehart)가「조용한 혁명」에서 강조했듯이, 개

인의 자유, 자기표현, 삶의 질이 중요해지는 현대사회에서 문화예술은 일상생

활에서 심미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주요한 요소이다. 때문에 이러한 문화예

술은 순수예술에서의 미적 가치를 충분히 소화해낼 때,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문화예술은 작품이 지닌 내적 속성에 의해 예술로 간주되거

나, 혹은 작품이 지닌 미학적 의미를 발견할 때로 한정된다. 단순하게 개인의 

행위나 결과물, 만족감을 두고 예술의 범주에 넣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회학자 

베커(Howard Becker)는 예술의 범주를 쉽게 정의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

면서, 예술은 사회적 맥락에서 정의된다고 주장하며, 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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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순수예술의 심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예술 작품일지라도 정책의 대상이 되는 범주는 사회가 인정하는 

작품들에 해당된다.8) 

둘째, 문화예술은 사회적 차원에 기여하는 외부적 가치를 가진다. 문화는 넓

은 의미에서 사회가 표상하는 삶의 방식으로 이해된다.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문화와 사회(Culture and Society)」에서 문화를 인류의 지성과 

심미적인 발달의 산물로 보는 동시에 시대의 총체적인 생활양식으로 물질적, 

지적, 정신적인 모두를 총칭하는 삶의 전 영역이라고 정의했다. 테일러(Edward 

B. Tylor)도 문화에 대해 지식, 신념, 예술, 도덕, 법률, 관습, 풍속 등 사회의 구

성원으로서 인간이 취득한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총체라 여겼

다. 이처럼 문화는 사회 안에서 학습된 행위나 생활양식, 사회적 유산과 같이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 태도, 관습 등 광의적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

다. 광의의 해석에 따른다면, 문화는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성 요

소가 된다. 

윌리엄스의 정의에 따르면 문화는 국민적 정체성을 구성하고 역사를 연결하

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수행한다. 문화를 통해 내적 

가치관을 확립함으로써 성숙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고, 소외계층이나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은 치유의 효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사회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도움을 주는 사회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주

목받는 가치는 경제적인 측면이다. 문화예술 활동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

되고 있으며, 문화예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의성은 다른 경제사회를 이루는 

근간이 된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발생되는 경제적 편익, 

파급효과(spill-over) 현상에 주목하기도 한다.9) 

이와 같이 정부는 문화예술이 갖는 내재적, 외재적 가치에 의미를 두고 사회

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문화예술 영역에 관여하게 된다. 정부

8) Alexander, Victoria D, 최샛별, 한준 역.『예술사회학』(서울: 살림, 2010), pp. 31-33.
9) 정홍익 외,『문화행정론』(서울: 대영문화사, 2008), pp. 21-22.; 김정수,『문화행정

론』(서울: 집문당, 2010), pp. 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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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는 시장실패를 들 수 있다. 경제학에서 시장실패란 시

장을 그대로 방임해 두었을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에 이르는 것, 

즉, 개인들의 자율적 행동으로 시장에 대한 사회적 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될 

수 없을 때를 뜻한다.10)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다수 발생하는데, 

일반 제조업처럼 노동생산성을 적용시키기 어렵고 문화예술 생산에서는 과다

한 거래비용이 소모되므로, 민간과 시장의 질서만으로 문화예술의 가치와 기능

이 원활히 작동하기는 매우 힘들다. 예를 들어 전통 문화예술의 경우, 경제적 

논리로는 보존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전통을 지키고 계승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전통 문화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정부는 문화예술 영역에서 사회가 바

람직한 상황에 도달하도록 관여하는 것이다. 

관여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문화예술 영역에 지원한다

고 하면, 작품을 만드는 생산자인 예술가에게 공적지원을 한다고 인식한다.11)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은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 즉 문화예술의 내재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문화예술의 질,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예술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향유의 측면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 소득 수준이 낮은 계

층에게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형평성의 문제와 예술 소비를 확

대하고 보급하기 위해 전문가와 애호가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 참여와 경험

에 초점을 두는 점도 국가지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는 문화를 기본적 

권리로 인식하고 민주적 가치에 입각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

처럼 개입의 형태는 여러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주로 문화예술의 질적 수

준을 향상하거나 문화의 형평성과 다양한 가치의 효용성 확대라는 측면에 주안

점을 두고 시행해 왔다. 

영국의 경우, 정치문화와 연계하여 ‘우수성’과 ‘대중적인 것, 접근성 혹은 다

10) Ibid., pp. 62-63.
11) David Cwi, “Challenging Cultural Institutions to Make a Profit: Emerging Decisions 

for Nonprofit Providers”, W.S. Hendon & J.L. Shanahan (eds.), Economics of 
Cultural Decisons (Cambridge, MA: ABT Books, 1983).; Kevin V. Mulchay and 
Richard Swaim, Public Policy and the Arts, (Westview Press, 1982).; M. Wyszomirski,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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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이라는 특징으로 표현되었는데, 순수예술을 보호하고 질적 가치를 옹호하

려는 입장과 문화예술의 민주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입장 간의 균형을 보이지 

않고 한쪽의 경향을 나타내는 쏠림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스트리트(John Stree

t)는 이를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정치인에 빗대어 표현하는데, 민주사회의 정치

인들은 대중들이 요구하는 바를 실행해야 할 의무도 가지지만, 동시에 시민과 

사회를 위해 최고의 선택을 할 의무를 지닌다고 본다. 즉, 문화정책에서 시민 

다수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다양성 혹은 접근성’과 미학적 보존을 위한 ‘우수

성’의 논쟁이 때로는 정치적 결단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12) 이들 간 균

형점을 찾으려는 학자들의 논쟁은 다음과 같다.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문화를 바라보

았다. 때문에 벤담(Jeremy Bentham)은 The Rationale of Reward에서 문화 간 위

계질서를 부정하였고, (John Stuart Mill)도 문화적 차별(cultural discrimination)

은 비논리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그럼에도 이들은 효율적인 역

량 실현을 위해 특정 엘리트주의를 옹호하면서, 정부가 시민들 대다수의 문화

적 선택에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13) 구딘(Robert Goodin)도 이를 지지

하며 시민들은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14) 베리(Brian Barry)도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유일한 정당

성은 우수성을 장려(promotion of excellence)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일반 개인

이 향유로서 즐기는 예술이나 상업성을 추구하는 예술은 지원할 수 없고, 순수

예술의 가치를 높이는 예술가에게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5)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예술작품을 보호해야 하는 지극히 좋은 것, 타인을 교

화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예술작품은 예술가의 개인 활동

12) John Street, “The popular, the diverse and the excellent: Political values and UK 
cultural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 17, No. 4 (September 
2011), p. 381.

13) John Street, op. cit., p. 387 
14) Robert Goodin, “Liberalism and the best-judge principle”, Political Studies, Vol. 

38, No. 2 (1990).
15) Brian Barry, Culture and Equality (Cambridge: Polit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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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계획과 간섭은 불필요하다고 보았

다. 이는 예술위원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케인즈(John M. Keynes)를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국가의 예술 지원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아주 영국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소박하게 절반만 완성된 형태로. 예술가들은 그 본성상 개인적이고 자유롭고 

타인에 의해 구속받지 않고 획일화되거나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예술

가들은 예술적 영감에 따라 움직이며 그 누구의 말도 따르지 않는다.”16)

반면, 구조주의자들은 문화가 개인 존재와 분리될 수 없으며, 공동체의 구속

력을 갖는다고 보았다. 파레크(Bhikhu Parekh)는 우수성에 대한 중요도를 인지

하면서도 문화의 우수성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다른 가치관들과 균형 있게 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술 작품에 정

치적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화주의자들도 개인을 사회적 창조물로 간주하면서, 사람들의 존재

를 개인 그 자체로가 아닌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 가능하다고 보았다.17)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샌델(Michael Sandel)은 정치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능동적인 참

여를 강조하는데, 문화예술 정책에서도 예술가와 시민 모두 참여(engagement)

를 통해 도덕적 과정(moralizing process)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18) 즉, 문

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수반하고 확대하는데 관심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유주의와 우수성을 내세우는 주된 기류 가운데서도 대중들의 사회

적 참여와 가치를 중시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쇼(R. Shaw)는

16) John M. Keynes, “The Arts Council: its policy and hopes”, M. Wallinger and M 
Warnock (eds.), Art for All? Their Policies and Our Culture (London: Peer, 2000).; 
홍기원,『문화정책의 유형화를 통한 비교연구』(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p. 101.

17) Parekh Bhikhu. “Barry and the dangers of Liberalism” in P.Kelly (eds.), 
Multiculturalism reconsidered (Cambridge: Polity, 2002).

18) Michael Sandel, Public Philosophy: essays on morality in politic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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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민중(Arts and the People)』에서 공공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예술은 

전통적으로 미적(aesthetic)의 의미를 갖는 고급문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최

고의 예술을 더 많은 이들에게 확대시키는 것도 영국사회에 중요한 가치로 자

리매김했다고 지적한다. 이는 일반인에게 고급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접

근성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나타났는데, 이러한 접근성의 가치는 순수 문화예술

에 대해 대중이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확대의 기회로 받아들여졌다.19) 예를 

들어 오페라를 접하기 어려운 대중들에게 오페라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부

여되는 등 초기에는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 차원에서 시

행되었다. 실제로 1946년 대영예술위원회 설립목적에는 ‘고급예술(fine arts 

exclusively)’에 대한 지식과 이해, 창작활동을 발전시키고 고급예술에 대한 대

중의 접근성을 제시한다고 명시되었으나, 1967년 왕립헌장이 개정되면서 이전

의 ‘고급예술’에 대한 표현은 ‘예술(arts)’로 수정되어 지원 대상이 커뮤니티 아

트, 대안예술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20) 이후 1960년대 후반에 나타난 반전

운동 및 대안운동과 함께 영국사회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인정하고, 예술가에 

대해서도 기존의 제한된 예술가에서 벗어나 일반인들도 문화예술을 생산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하는 분위기로 변화하여 갔다. 이와 같은 ‘문화민주주의

(Cultural Democracy)’ 사상은 단순히 접근성을 확장시키는데서 탈피하여 유럽

연합의 문화적 가치와 맞물려 ‘다양성’의 가치로 확대되었다. 유럽연합은 공동

체 차원의 공동의 문화인식 장려와 시민들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자 다양성의 

담론을 확장시켰고, 실제로 1990년대 이후, 많은 문화정책 프로그램에 경제적 

지원을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가치가 국내 다른 정치적 가치와 맞물리면서 ‘다

양성’의 개념으로 가시화되었다.21) 다음 장에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영국의 

19) Sir Roy. Shaw, The arts and the People (Cape: London, 1987).
20) Antony Beck, “The Impact of Thatcherism on the Arts Council”, Parliamentary 

Affairs, Vol. 42, No. 3 (1989), p. 362.; 한국문화관광연구원,『주요국 문화예술정책 

최근 동향과 행정체계 분석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p. 17.
21) Tuuli Lahdesmaki, “Rhetoric of unity  and cultural diversity in the making 

European cultural identity”,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 18, No. 1 
(2012),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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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영국 문화예술 공공지원에 대한 역사적 고찰

본 장에서는 영국 예술위원회의 설립 배경을 통해 영국사회가 문화예술 후원

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대처 정부까지 

전개되는 문화예술 지원 역사를 통해 매개자 모델로서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

다. 

영국의 문화예술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전하기 시작했다. 전쟁을 겪

으면서 국가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공공정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문

화예술 측면에서도 정부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논의가 형성되었

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

었고, 고용의 문제도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예술가들에게 고용기회를 높이고 국

민들의 문화예술 참여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음악예술진흥위원회(the Council 

for the Encouragement of Music and the Arts)를 설립하였다.22) 당시 음악예

술진흥위원회의 슬로건은 “최대 다수에게 최고의 것을(The Best for the Most)”

이었는데, 개인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예술을 체험해야 한다는 의

식에 기반하였다.23) 이로써 음악가들은 전장의 군인이나 문화예술을 체험하기 

어려웠던 지방 소도시에 찾아가 음악회, 공연 등의 예술 활동을 하였고, 이전 

귀족들이 전유하던 문화예술, 즉 연극, 음악, 미술 등이 대중들의 일상생활로 

편입될 수 있는 기회로 전환되었다.24) 이처럼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차원에서 

22) Rod Fisher and Carla Figueira, Compendium of Cultural Policies and Trends in Europe  
(Country Profile United Kingdom, 2011). 

23)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 보고서에 따르면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영국

정부는 개인이 누려야 하는 의료, 군사, 교육과 같은 기본영역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수는 이를 현재의 복지개념으로 판단한다. 양혜원,『OECD 
주요 국가의 문화예산 비교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p. 88.

24) Sara Selwood, “Evolving Cultural Policy in England: the individu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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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된 활동은 긍정적인 평가에 따라 1946년 음악예술진흥위원회는 예술위원

회(Arts Council)로 개편되었는데, 이로써 영국정부가 문화예술에 대해 본격적

인 기준과 지원개념을 갖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25) 

예술위원회이 중심이 되어 진행된 특징은 ‘팔 길이 원칙’, ‘매개자 모델’로 불

리며 영국 문화정책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 팔 길이 원칙은 문화예술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중앙정부가 개입을 제한하고 거리를 둔다는 의미이

다. 즉,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 내역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예술위원회 혹은 공

공 기관, 비영리 기관이 진행하며, 정부는 가능한 한 예술분야에 개입하지 않는

다. 이러한 특징은 예술위원회 설립 당시와 초기 운영 성격과 접한 연관이 있

다.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영국 문화정책의 특징

을 세 하게 이해할 수 있다. 

전후에서 1970년대까지 초기 예술위원회가 갖는 첫 번째 성격은 예술위원회

는 정부의 개입에서 독립적인 반면, 엘리트 중심의 특정 계급을 표현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팔 길이 원칙은 ‘법적인 제도’가 아니라 일종의 관

례로, 이와 관련된 공식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예술위원회의 목

적, 조직, 운영을 명시하고 있는 왕실 헌장에 따르면, ‘예술위원회는 영구적 기

관으로 반드시 해당 목적 안에서 자금이 사용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재무부에서 

임명한다’는 규정에 그친다. 이러한 거리두기 원칙은 정책 참여자들의 ‘비공식

적 합의에 기반한 관례 또는 규칙’으로 볼 수 있다.26) 또한 관례로 적용된다는 

것은 정책 참여자들의 비공식적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행위자들 상호간의 이해가 높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더구나 정책 

참여자들이 대다수 중간계급(middle class)이상 사회문화적 환경을 공유했기 

때문에 사회 네트워크에 소속된 엘리트들에 의해 대다수의 문화예술 정책이 결

정되었다고 판단된다.27) 

and Well-being”, Seoul Art Space International Symposium, (2012. 11. 1.) p. 161.
25) 1946년의 정식명칭은 대영예술위원회(Arts Council of Great Britain: ACGB)이다.  
26) 홍기원, 2006, op, cit., p. 98.
27) Lee, H.K, Reinventing the non-profit theatre: a study of growth of educational work in 

British non-profit theatres from the 1990s to the preset (Centre for Cultur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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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성격은 초기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음악예술진흥위원회와 달리, 

예술위원회는 수혜 대상을 전문 집단에 국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지

원금을 받고 문화예술을 장려하는 역할은 이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공

공지원 대상 범위를 일반 대중이 아닌 문화예술 전문 집단으로 전환했다는 차

이점이 있다. 이는 예술위원회 설립 목적에서 고급예술에 대한 지식과 이해, 창

작 실무를 발전시키는 점, 이들의 접근성을 높여한다고 명시한 점에서 명확히 

드러난다.28)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영국 사회에 파급된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문화의 향유는 중산층 이상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있으

며, 문화예술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우수한 작업이라는 사고가 바탕이 되었다. 1

860년대 아놀드(Matthew Arnold)가 순수예술만이 정신적 고양(uplifting effect)

이 가능하다고 보고 문화예술의 범주를 순수예술에 국한지어 분류했던 것처럼, 

영국 사회에서 대중들의 문화는 오랜 시간 교화의 대상으로 구분되었다. 1960

년대 윌슨 노동당 정부 때, “예술을 위한 정책: 첫 번째 단계(A Policy for the 

Arts: The First Steps)”라는 정부 문서에서 예술이 대중의 일상적 생활에 스며

들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문명사회에서 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

다. 이처럼 윌리엄스나 1960년대 이후 버밍엄 학파에 의해 문화 민주화를 실현

하려는 노력이 관찰되기도 했으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문화에 대한 인식은 

고급문화 영역이었다. 

세 번째 성격으로는 예술정책이 복지정책의 큰 틀에서 태동하기는 했으나 구

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진행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재했다고 볼 

수 있다. 영국 사회 전반에서는 문화예술은 고급예술이 우수하고 보존되어야 

하는 대상이지만, 예술작품은 개인 활동의 극대화된 결과로 국가는 이를 존중

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1968년부터 1972년까지 예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굿맨(Arnold Goodman)은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적 정책 수립에 반대했다. 문화예술 활동을 진행하는데 국가가 간섭하고 개입

Studies; University of Warwick, 2003).
28) A. Sinclair, Arts and Cultures: the History of the 50 years of the Arts council of Great 

Britain (London: Sinclair-Stevenso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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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우수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29) 이러한 이유로 공식적이며 거시적인 문화정책이 필요하다

고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문화정책의 비중이 교육정책이나 의료정책

에 비해 중요도가 낮았기 때문에 일관된 정책 틀을 고려하기도 어려웠다. 

종합해 볼 때, 예술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전후부터 1960년대까지 영국의 문

화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도하는 문화정책이 아닌, 예술가 개인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시행되었고, 특정 계급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급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계층이나 이를 발전시키는 전문가 집단을 

문화정책의 수혜를 받는 대상으로 범주화시킬 수 있으며, 이들의 활동과 참여

를 장려하는 정책이므로 일반 대중은 정책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따

라 국가로부터 받은 자금을 배분할 때도 지방보다는 대도시 위주의 주요 예술

기관에 집중되었고, 문화정책의 결정방식도 특정 이해집단이 중심이 된, 비민

주적 절차에 가까웠다. 따라서 팔 길이 문화정책으로 대변되는 영국 문화정책

은 영국 사회에서 문화예술을 수용하는 주체 및 사회 운영 방식에 따른 결과물

에 가깝다.30)  

이와 같이 제한된 예술가들에게 편중된 정책 집행과 무분별한 정책 때문에 

정치권, 학계, 예술계 등 다양한 곳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당시 정치권

에서 상이한 입장이 대립했는데, 노동당의 경우, 정책의 수혜자는 일반 대중이

어야 한다고 여겼고, 보수당의 경우, 민간부문, 특히 자금조달 측면에서 민간투

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치권이 문화예술정책에 개입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제기 상황 

속에서 1979년 대처 정부(보수당)가 집권하면서 문화정책의 성격에 변화를 가

져왔다. 보수당 정부는 공공지출의 축소와 효율성,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문

화예술 정책에 시장적 성격을 부가했다. 문화정책에 있어 예술위원회를 중심으

로 팔 길이 정책을 펴는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았지만, 기존 예술위원회가 비교

29) Shaw, op. cit., p. 53.
30) N.M. Pearson, The state and the visual Arts: A Discussion of State Intervention in the 

Visual Arts in Britain 1760-1981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1982), pp. 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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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율성을 가지고 공적자금을 다루었다면, 대처 정부에서는 예술지원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예술지원을 축소 혹은 

철수하는 방침을 나타냈고, 공공지원은 기업 후원과 민간 자본으로 대체되었다. 

즉,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기업화, 시장 원칙이 주도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예술위원회의 성격과 태도를 바꾸어 놓았다. 기존에는 

주로 문화예술계를 대변하는 입장이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결정에 관여

하는 형태로 변화한 것이다. 일례로 이전보다 문화예술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보고서가 증가되었고, 문화예술 경제성의 가치를 알리는 데 투자를 하게 된다. 

대표적인 보고서로 1985년 발행한 “The Glory of the Garden”을 들 수 있다. 여

기에서 기업경영 운영평가 지표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돈의 가치, 티켓판매 이

윤, 다양한 수입확보 등이 강조되어 있다.31) 1988년 마이어스코프(Myerscough)

의 “영국 문화예술의 중요성(Economic Importance of the Arts in Britain)”도 

경제적 가치를 수치화한 대표적 문서이다.32) 이 문서는 글래스고 유럽문화수도 

행사가 글래스고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는 보고

서로 관광산업과 연관 산업들 간의 지표를 제시를 통해 효율성을 입증하고자 했

다. 이외에도 민간과 정부가 매칭 펀드하는 기업 후원 인센티브 제도(Business 

Sponsorship Incentive Scheme, BSIS)를 만들어 민간부문의 후원을 활성화시키

고자 했다.33) 이처럼 중앙정부가 예술위원회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이고 효율성을 추구했다. 즉, 문

화정책의 대상이 여전히 고급예술과 문화유산, 박물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

으나, 기존 예술위원회가 주도했던 소극적 형태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정책에 

관여하는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정책 실현에 있어 예술위원회 정책집행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하

였고 신자유주의적인 정치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문화정책은 국가 개입 가능성

31) 전병태, “팔 길이 원칙, 문화 민주주의, 창조적 산업: 전후 영국의 예술진흥 정책 개

관”,『문화예술』, (2007, 겨울), p. 91.
32) John Myerscough, The economic importance of the arts in Britain (Policy Studies 

Institute: London, 1988).
33) Rod Fisher and Carla Figueira, op. cit.,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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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낳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메이저 보수당 정부 때 가시화되었다. 

먼저, 1992년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문화유산부(Department of National 

Heritage, DNH) 설립을 들 수 있다. 역사 이래 처음으로 예술, 박물관, 도서관, 

유산, 매체, 스포츠, 관광 분야를 통합하였고, 문화예술 관련 업무가 단일화되었

다. 이전까지만 해도 문화예술정책의 담당은 예술도서관청에서 박물관과 도서

관을 중심으로 맡아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외에 방송은 내무부에서 관할하였고, 

스포츠는 교육부, 문화유적은 환경부, 영화 미술품 수출은 통상 산업부로 분산

되어 있었으나, 국가문화유산부의 설립으로 문화정책이 하나의 선상에서 논의

되게 되었다. 이는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정식 부처가 생겼다는 점에서 본격적

인 정책논의가 가능하고 강력해졌음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당 정

부는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방향이 여전히 예술위원회가 중심이 된다고 천명했

으며, 실제로 예술위원회 업무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기를 꺼렸다. 이는 외부적

으로 보았을 때, 예술위원회가 중추가 되는 특징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내부적

으로는 복권기금의 정책지침을 마련하거나 정책을 참고할 수 있는 문건을 제작

하는 등의 시도를 통하여 거시적인 수준에서 문화정책을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

였다.34)  

다음으로는 주요 자금원을 들 수 있다. 1994년 복권기금(National Lottery 

Fund) 관련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주된 신규 수입원으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이

는 몇 가지 의미를 함축한다. 복권은 일반 대중이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저소득

층이 구매하는 복권의 수익으로 문화예술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화정책의 대상 

범주가 변함을 의미한다. 또한 복권기금을 사용하면서 예술위원회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새로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문화부는 정책 목표를 예술위원회와 예술단체

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볼 때, 1990년대에 영국의 문화정책은 기존의 팔 길이 원칙에서 

보였던 국가의 개입배제를 지양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성을 강조함

으로써, 과거 무조건적 지원에서 책임성이 뒷받침되는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을 

34) 홍기원, 2006, op. cit.,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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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목표나 결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시작했

고, 여타 공공 부문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민영화 과정에서 보이는 다양한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전체적인 정책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관련 공공

기관들에게 정책지침을 제공하며, 이들에 대한 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문화유산부의 설립은 공식적으로 문화예술이 공공정책의 대상이 되었음을 

뜻하며, 동시에 과거 무조건적 지원에서 정부의 관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Ⅳ. 1997년 이후, 신노동당 정부의 ‘다양성’ 지원정책

1970년대 후반부터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기존 경제 질서는 지식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이전 노동당 정부가 집

권하는 동안, 철강을 중심으로 하는 영국의 제조업은 소멸될 만큼 산업구조에

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졌다. 21세기 지식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블레어 정

부에서는 영국의 경제 불황을 극복하고 과거 산업구조를 타계하고자 방송, 음

반, 광고, 금융 보험 등 서비스 산업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영

국정부는 문화정책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높이게 되었고, 문화예술의 사회적 

효과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범죄, 사회통합, 보건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연계에

도 노력을 기울였다. 

1.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과 개입 정도

1) 문화예술기관 및 조직의 확대

영국 정부는 조직 개편을 통해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전달하는 방편을 마련했

다. 중앙정부 차원의 경우, 문화유산부를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로 개편하고 지원기관을 통폐합하면서, 문화

정책을 국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설정했다. 과거 도서관과 문화유산 유적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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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 등은 국가 문화유산 관련 정책을 주로 다루었지만, 조직 개편 이후 예술, 

방송매체, 체육, 레니엄, 예술, 건축, 창작산업,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창조

산업에서 관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으로 관여 범위를 확장했으며, 중앙

정부가 개별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직접 정책을 진행할 것임을 언급하기도 했

다. 비정부 (비영리) 공공기관(Non Departmental Publi Bodies, NDPBs)으로는 

문화미디어스포부의 각 분야별 산하단체35)와 예술위원회, 지역예술위원회로 크

게 나눌 수 있다. 대표적인 산하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Arts Council of England)

는 잉글랜드 지역을 1개의 전국 사무소와 9개의 지역 사무소로 재조직했다. 전

국위원회의 경우, 9명의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문화예술 전문가 16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지역위원회의 경우, 각 지역 상황에 따라 변동

이 가능하지만 보통 15~20명 위원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8개의 지역문화협회

가 정책을 지원하는데, 이들 협회는 정책을 집행하기보다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효율적인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 사이의 협의를 주관한다. 지역위

원회는 블레어의 신지역정책과 맞물려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36) 요지는 지방

정부가 지역주민과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문화예술 전달력도 원

활할 것으로 보고 권한과 역할을 위임하는 것이다. 이로써 지역 발전과정에서 

문화정책이 보다 강한 의견을 낼 수 있게 됐다. 

블레어 정부는 DCMS 아래 각 기관들을 분야별로 다양하게 세분화했으며, 

행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관들 간의 합병과 단일화도 병행했다. 예를 

35) 1997년 블레어 집권 초기에는 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1)예술분야와 (2)박물관

과 미술관, (3)문화재청이 포함된 문화유산, (4)도서관, (5)방송영화 및 매체, (6)관광, 
(7) 레니엄위원회와 국민복권위원회, (8)체육관련 분야로 나뉠 수 있다. 이후 관련 

단체와 조직들은 정권에 따라 통합, 폐지 등의 변화를 보인다.
36) 영국은 매우 강력한 중앙집권적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블레어 정부 이전까지만 해

도 지역이 자체적으로 정책을 세우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역량이 부족했다. 반면 

영국의 지역 격차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어 정부는 중

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과 생산성 문제를 해결

하고자 했다. 김새미, “영국 창조경제의 개념 변화 및 정책 고찰”,『문화와 정치』, 
1권 2호 (2012). 지방정부차원의 예술과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은 1958년 지방정부법

(Local Government Act 1958) 제132조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으나 도서관 설립을 

제외하고는 의무가 아니므로 지방 간의 편차가 매우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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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박물관 및 미술관 위원회와 도서관 및 정보위원회의 통합과 영국영화위원

회, 영화협회의 생산국, 복권영화부서, 영화재단 등을 통합하여 2000년 새롭게 

창설한 영국영화위원회(The UK Film Council, UFKC)로 정책추진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전체적인 문화 정책안의 범위는 확대한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이들 조직들 간 파트너십을 통해 서로 연계되도록 한 점이다. 정부는 다

양한 산하단체들 간의, 혹은 각 부처별 협력을 중시함으로써, 파트너십 추진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이는 문화적 접근법이 보건, 교육, 안보 등 사회전반에 접

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로 작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정부는 문화조직 시스템을 개편함으로써 효율적인 개입 수단을 확보

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중재하는 기관으로서 예술위원회의 역할은 축소된 반

면, 정부의 관여는 늘리는 방향으로 시스템 통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2) 재정 지원 증가로 인한 국가 개입 확대

한편 국가 개입 확대로 예산도 대폭 증액되었다. 이러한 예산은 정부의 보조

금 및 복권기금으로 마련되는데, 노동당의 집권 기간 동안 DCMS 예산은 98 퍼

센트 증액되었으며, 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은 125 퍼센트, 박물관에 대한 지원

은 95 퍼센트 증가했다. 블레어 총리는 이를 예술과 박물관들의 ‘황금기(golden 

age)’를 조성했다고 주장한다.37) 또한 예술위원회 예산도 1946년 7백만이던 예

산에 비해 2009년 5만3천3백만 파운드로 증액했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

년 남짓 되는 가량 동안 16억 파운드(한화 2조7천억)로 증가했다.38) 

37) Sara Selwood, op. cit., p. 155.
38) Marc Sidwell, The Arts Council: Managed to Death (London: Social Affairs Uni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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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영국 예술위원회 수입 증가율(좌)과 예산 증가액(우)

출처: Marc Sidwell, op. cit.

이와 같은 예산 증액은 문화정책에 대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공공자금을 받는 경우, 해당 예술은 

소수가 아닌 다수가 즐기고 참여할 수 있을 때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

문이다. 즉, 국민이 혜택을 직접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문화정책에 직접 개입

하게 되었고, 이는 예술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또한 공적지원을 받

는 수혜 대상자들은 정부와 연계된 대상과 협약에 의거해 정책을 진행하게 되

었고, 지원을 받는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각종 지원 계약서, 성과 지표 등 수혜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도입되었다. 특히 뚜렷한 목표치를 제시함으로

써 공공지원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1997년 이후의 신노동당 정부는 이전과 달리 광범위한 정책 목표

를 제안하거나 관련 분야의 조직을 재구성함으로써 문화정책의 세부 내역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 문화정책의 대상과 방향에도 변

화가 감지되는데, 이전의 정책이 고급예술 혹은 전문가를 수혜대상으로 영국 

문화의 우수성(excellence)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블레어 정권에 들어서

는 대상이 일반 대중으로 확대되고 이들의 문화적 접근성(access) 증진에 초점

을 두는 방향으로 전이되고 있다. 그러나 지원을 받기 위해 예술작품 혹은 창작

보다는 행정적 문제에 집중하게 된다는 비판과 문화예술에 대한 질적 수준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

다.39) 종합해 볼 때, 이전과 달리 예술위원회의 권위가 매우 쇠퇴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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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시드웰(Mirc Sidwell)은 예술위원회가 정치적 가치에 흔들리며 기존의 팔 

길이 원칙과 상반되는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근본적 개혁을 주장한다. 지원체

계의 한계, 홍보비와 인건비와 같은 예술 외적인 비용 소모 등을 지적하며 지역

예술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체제 도입을 역설하며 예술위원회에 대한 불신을 표

명한 것이다.

2. 문화예술의 도구화 경향

1) 창조산업, 경제적 가치의 강화와 문화접근의 다양성

블레어가 창조산업에 집중한 것은 영국 노동자들의 상황변화와도 관계가 깊

다. 제조업 하락은 노동자의 비율도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 규모약

화는 노조가입율의 약화로 연결되며 이는 노동당의 정치적 성격변화에도 영향

을 주었다. 블레어는 노동시장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법으로 노사간 타협보다

는 지식 생산적 요소를 강조하여, 다른 산업에 비해 기본비용은 적게 들지만 가

시화되는 효과가 높은 창조산업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40) 창조산업은 아이

디어가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소자본으로 10명 이하 소규모 형태로도 창업이 

가능하며, 개인의 창조성을 강조함으로써 당시 영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조직

적인 노동조합의 파업과 폭동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더욱이 대처

정부의 공적자금 축소로 경제적 타개책을 찾던 문화예술계로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문화적용법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게 된 것이다.41) 

“창조산업 계획안(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에 따르면, 창조

산업은 “개인의 창의성, 기술, 재능, 산업, 지적 재산의 활용과 생산을 통해 고

39) George McKay, “Community Arts and Music, Community Media”, 2010.
 http://usir.salford.ac.uk/2813/1/Howley_03_ed_with_McKay_comments.pdf. (2014년 1

0월 1일 검색)
40) 김윤태, “영국의 경제정책과 고용정책: 제3의 길의 신화와 실제”,『동향과 전망』, 

64호 (2005), p. 58.
41) 김새미, op. cit.,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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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 광고, 건축, 공예, 디자인, 

패션, 미술, 게임, 음악, 공연예술, 출판, 소프트웨어, 미디어 산업 등이 포함된

다. 블레어 정부에서 창조산업은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창조적 산업 분야에 대

한 정책입안과 집행 책임자를 동일하게 시행함으로써 정책조정을 높였고, 총리

실을 비롯하여 영국 다양한 부처의 전문가와 공무원, 문화예술 전문가와 산업

계 인사들이 참여한 테스크포스(Creative Industries Task Force)를 구성하여 정

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국립과학기술예술기금(the 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를 설립하여 제도적으로 창조산업이 활

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42) 이처럼 정부는 문화영역을 세분화하고 다

양화해서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창

조경제는 단순히 문화예술영역의 확장이 아닌 영국 국가 발전 방안의 하나임을 

이해할 수 있다.

블레어 정부는 경제성장과 공정한 분배가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고 파악

하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인적자원의 투자와 창의성에 기반한 발전안을 제시

했다. 즉, 블레어가 표방하는 제3의 길에서 문화예술영역과 창조산업은 다양한 

접근법과 사회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창의 영국: 신경제를 위한 새로운 

재능(Creative Britain: New Talents for the New Economy)”에서는 창조인력

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논의가 문화예술 창조교육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Creative Britain’, ‘Cool Britannia’라는 모토로 압축되는 신노동당의 창조산업

은 일부 소수의 특별한 재능이 아닌 “모든 이들의 잠재적 능력을 바탕으로 예

술뿐만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서 발현되는 가치”로 정의된다.43) 즉, 창조적 활

동은 개인적으로 삶의 풍요로움을 가져오고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42) 창조산업에는 막대한 자금이 투여되는 만큼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창조산업의 경제

적 효과를 수치화하는 작업도 수행됐다. “Staying Ahead: The Economic Performance 
of the UK`s Creative Industries(2007)”에서 ‘2005년 영국 국내총생산의 7.3 퍼센트

를 차지한다.’, ‘1997~2005년 창조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6 퍼센트로 동일 기간 경

제 성장률 3퍼센트에 비해 두 배에 이른다.’, ‘2005년 전체 수출에 4.5 퍼센트를 차지

한다.’, ‘2006년 총 고용효과가 190만에 가깝다.’ 그리고 ‘2007년 창조산업 사업체 수

는 영국 전체의 7.3 퍼센트를 차지한다.’ 등의 경제적 근거를 다량으로 제시한다.
43) DCMS, Creative Britain: New Talents for the New Economy (DCMS; UK,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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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

(Creative Partnership)은 대표적인 창의교육 프로그램으로 2002년부터 2008년

까지 약 3천억 원의 공공자금이 투입되었다. 종합하여 볼 때, 창조산업의 경우, 

DCMS와 중앙정부의 주도로 문화의 경제성을 넘어 영국 경제 차세대 동력으로

서의 담론을 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문화 다양성과 문화 교육, 접근성 증대를 통한 사회통합 

신노동당 정부에서는 문화예술이 갖는 사회적 가치의 역할과 효과를 강조하

였다. 다른 정부 부처들과 협력하여 각 분야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요구한 점은 거의 대부분의 부처 문서에서 언급되었는데, 블레어는 당선 초기 

연설에서 문화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도가 드러났다.44) 2001년 DCMS는 “사

회통합 보고서(Progress Report on Social Inclusion)”를 통해 문화예술의 역할

을 제시했다. 실업, 저임금, 빈곤, 범죄율, 열악한 복지와 주거, 의료 환경 등이 

나타나는 낙후된 지역에 문화예술과 스포츠를 적용함으로써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며, 문화예술을 시도하면 해당지역의 성장을 유도하며 정체성

을 높여 사회통합에도 효과적이라고 제시한다. 2003년 예술위원회 “예술을 위

한 도전(Ambitions for the Arts)”이라는 문건에서는 문화예술을 범죄, 폭력, 지

역 낙후, 의료와 교육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주하며, 저소득층, 

인종적 소수자들과 같이 문화예술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문화적 접근

성(access)을 최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렇듯 사회통합, 고용 창

출과 같은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강조는 신노동당 정부의 핵심적인 정치적 

목표를 DCMS, 예술위원회, 나아가서는 지역 예술위원회와 문화 기관들에게 인

지시키려는 과정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문화정책을 전달하는 구조 안에서 이

전 예술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매개자 모델 형태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구조로 

44) “신노동당은 앞으로 예술문제를 정치선상에 놓을 것을 선포한다. 문화예술은 삶의 

질을 풍부하게 만들며 모든 사업 분야의 잠재력을 진작시키는 원동력이자 사회와 

떨어질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중시했다. 양현미, 김세

훈,『영국의 문화정책』(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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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외계층 포용과 문화예술로 사회를 결속시키려는 의도는 문화정책 상

에서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의 가치로 전개되었다. 영국사회에서 문화

향유 계층은 오랫동안 한정되어 있었고 그들의 문화예술은 고급화 경향이 강했

다면, 블레어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문예술가가 아닌 비전문예술가들의 활동범위를 확장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다원화시켜 제공했기 때문에, 예술가로서 참여하고 문화

예술을 경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문화의 민주주의에 해당

되는 것으로 블레어 정부가 주장하는 사회적 배제 집단이 문화예술을 통해 스

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정책을 복지의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 신노동당의 복지

개념은 이전 영국 노동당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정부가 개인의 각종 위험

들을 일일이 챙겨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과거의 복지환경처럼 개

인의 리스크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정부의 역할이 축소된 상황에서는 개인 스

스로가 삶을 개척하고 위기를 관리함으로써 복지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두고 ‘적극적 복지’라고 칭했는데, 국가의 역할은 개인이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이며, 따라서 블레어 정부가 등

장한 이후 교육정책은 매우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다. 1997년 총선에서 승리한 

직후, 블레어는 신노동당 정부 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교육, 교육”이

라고 강조하며, 정부 정책에서 교육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공언하

였다. 특히 지식 기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는 지식이므로 교육을 통

해 경제상황의 개선과 급변하는 세계에 적응할 수 있게 된다.45) 즉, 문화예술의 

참여함으로써 개인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소외계층을 비롯한 대중에게 양질의 문화예술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은 경제발전의 요소를 투자하는 동시에 복지를 넓히는 역할로 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 참여와 교육은 신노동당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제로 자

리하게 된다. 

45) 김윤태,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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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 볼 때, 신노동당 정부에서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

며, 접근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문화 다양성을 통해 소외계층

과 배제된 영역을 문화예술로 유인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연관시켜 영국 

전역에 문화예술의 비중과 역할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문화예술의 

도구화라는 비판적 시각과 문화예술이 갖는 심미적, 향유적인 본질적 가치와 

예술가의 고유영역이 훼손된다는 지적도 동반됐다. 

Ⅴ. 2010년 이후, 보수당 정부의 ‘우수성’ 지원정책

1. 예술의 심미적 가치 증대와 개입정도

캐머런 정부는 이전 블레어 정부가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남용하였다고 

비판하며 이를 시정하고자 했다. 특히 다수의 부처에서 무분별하게 사업이 진

행되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 업무도 증가했다고 판단하여, 캐머런 정부

는 관료주의를 없애고 순수한 의미의 문화예술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집권 초기 

의지를 표명했다. 예술위원회에서 2011, 2013년 발간한 “모두를 위한 위대한 예

술의 성취(Achieving Great Art for Everyone: 10years Strategc Framework, 

2010-2020)”에서 예술의 본질적인 가치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1) 기관 통폐합 및 경제적 지원 축소

이러한 정책선회 행위는 캐머런 정부가 DCMS 관련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

하는 틀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교육 및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확대되었

던 많은 예술 문화기관들은 조정되거나 폐지되어 조직이 대대적으로 축소되었

다. 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 기능을 예술위원회가 이관 받았고, 노동당 정권에 

창설된 영화진흥원(UK Film Council), 도서관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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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Libraries), 출판도서 자문패널(Legal Deposit Advisory Panel) 등 19개 문화

예술기관이 폐지됐다. 이로 인해 영화지원 관련 업무는 영국 영상원(the British 

Film Institute)으로, 박물관, 도서관 관련 업무는 예술위원회로 조정되어 행정

기관과 절차가 간소화되었다.46) 

캐머런 정부는 이전 노동당 정부에서 과중된 사업행정으로 관료주의가 만연

했기 때문에 이를 타파하려는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감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

나 이는 표면적인 요인이며 내부적으로 볼 때, 문화계 조직 개편은 정부와 문화

예술계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전 예술위원회에 귀속되었던 기

관들은 DCMS로부터 지원을 받는 형태로 전환되었고, 이는 예술위원회가 독자

성을 갖고 자유롭게 지원하던 영국의 ‘팔 길이 정책’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

다. 당시 집권당인 보수당 보고서에 따르면, ‘예술위원회의 중앙사무국 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기능도 높여야 한다.’, ‘예술위원회가 지원하는 기관인 왕립오페

라하우스, 국립오페라단, 국립극장에 대해서는 DCMS가 직접 관리가 필요하다’

고 제안하는 등 문화기관에 대해 DCMS의 권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특히 행정적 차원에서 시도된 문화계의 규모축소는 당시 영국 경제와 접한 

연관이 있다. 이전 노동당 정부에서는 문화를 비롯한 복지 및 공공서비스 영역

에 상당한 지출을 진행했고, 2008년에는 금융위기를 겪어 재정적자가 심각했다. 

2010년 캐머런 집권 당시, GDP의 53.2 퍼센트에 해당하는 8,000억 파운드(한화 

14조원) 가량의 부채가 있었는데, 때문에 캐머런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대규모 

긴축재정을 폈고, 문화계 축소도 이러한 일환이었다. 이에 따라 캐머런 정부는 

문화미디어체육부, 예술위원회, 박물관도서관 아카이브 위원회, 문화유산 복권

기금의 운영비로 4억 파운드에 가까운 공공자금이 유입되었다고 언급하며, 문

화예술 지원과 관련해서 전면적인 조정을 요구했다. 

첫 번째 조정은 문화예술 기관의 예산 삭감이었다. DCMS는 자체적으로 행

정 예산을 50 퍼센트 감축했으며, DCMS가 예술위원회에 했던 지원도 30 퍼센

46) Simon Rogers, “Arts Council cuts listed: get the data”, 2011, 
http://www.theguardian.com/news/datablog/2011/mar/30/arts-council-cuts-list-fundi
ng .(2015년 4월 18일 검색); 최진우,『외국의 문화관광정책 및 행정체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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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삭감했고, 예술위원회도 자체의 행정 예산을 50 퍼센트 축소했을 뿐만 아

니라 산하 단체 예술기관의 행정비도 5 퍼센트 이상 대폭 삭감했다. 문화유산 

영역 분야 예산도 30 퍼센트, 로열오페라하우스, 국립극장과 같은 비영리 단체

의 지원금도 평균 15 퍼센트 이상 축소했으며, 예술위원회의 지원 대상기관범

위도 대폭 약화시켰다. 2011년의 경우, 1,333개의 신청기관 중, 695개 기관만 축

소 선정하였고, 기존 지원 대상인 850개 단체 중 206개 단체가 지원이 중단되었

다.47) 이에 따라 재원확보를 위한 운영을 강화, 기업협찬이나 기부를 장려하도

록 권장하고자 했으며, 민간 기부문화, 매칭 펀드, 예술품 기증 등 구체적인 기

금조성 방식이 주요 안건으로 대두되었다.48) 

공적지원 삭감은 정부지원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게 되어 문화예술 기관

의 자립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문화예술이 갖는 비경제적 성

격으로 인해 국가의 관여가 증대되는 결과를 갖는다. 예술은 일반 제조업과 달

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비용을 줄이기가 어려우며, 대량생산, 신기술 개

발, 생산표준화 등의 경제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적지원을 갑자기 줄

였을 때, 예술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비영리 문화단체들은 수혜단체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선별적인 지원형태를 강화하기 쉽다. 실제로 캐머런 

정부에서는 우수 기관에 보다 많은 지원을 보냈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 예산을 

중단하거나 삭감하기도 했다.49) 이러한 정책 방향은 국가지원에 대해 독자성을 

갖기 힘들게 하며, 엘리트중심의 예술기류가 형성되기 쉽다. 반면 민간투자에 

의존할 경우, 예술의 상업화 경향이 우려된다. 

두 번째 조정은 복권기금의 제한적 사용이다. 캐머런 정부는 이전 노동당 정

부에서 복권기금 본래의 목적과 달리 과도하게 소비했다고 비판하면서 기금 활

용범위를 문화예술, 체육, 문화유산, 비영리 활동 지원으로 제한했다. 블레어 정

47) Sara Selwood, op. cit., p. 158.
48) 정명주, “영국 기부촉진을 위한 영국의 기부녹서와 문화예술계의 반응”,『동향분

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4호 2011).
49) 아콜라극장 (Arcola Theatre), 펀치드렁크 (Punch Drunk) 극단의 경우, 지원금이 대

폭 증가했다. 정광렬, “영국의 정권 교체와 문화정책의 변화”,『동향분석』(한국문

화관광연구원, 11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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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1990년대 후반에는 200억 파운드가 넘는 복권기금을 예술, 문화유산, 스포

츠 영역이외에도 커뮤니티, 건강, 교육 분야에 사용했지만, 캐머런 정부에서는 

2012년 런던 올림픽 개최기금과 문화유산정책의 일원인 성당 건물 개보수 사업

을 중심으로 극히 제한하여 사용했다. 이를 두고 루슬리(David Looseley)는 보

수당 정부의 문화정책이 보수적이고 고급화를 지향하는 19세기 영국에서 지지

하던 문화예술의 부활이라고 평가했다.50)

세 번째 조정은 지역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예산 삭감이다. 블레어 정

부는 지역개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시행한 지역개발청(Regional Growth 

Fund)과 지역성장기금(Regional Growht Fund)을 통한 파트너십 정책을 추진

했는데, 표면적으로는 도시가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정책의 

시도였지만, 기금 분산 등 상당부분 중앙집권적 성향을 보였다. 캐머런 정부는 

중앙정부가 행사하던 지역발전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이양하는 지역주권법

(Localism Act)을 통해, 광역(region) 대신 지역(local)이 중심이 되는 지역정책

의 분권화 및 지방화 정책을 실시했다.51) 

역설적으로 이는 그간 지원되었던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지원되었던 자금을 

봉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블레어 정부에서 문화예술에 지원되었던 예산들

은 DCMS 관련 기관에서 직접 출원된 경우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은 지방정부

를 통해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캐머런 정부의 지역법 개정으로 각 지방정부들

은 예산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경제적인 부담을 갖게 되었고, 결과적

으로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가장 먼저 축소대상에 올랐다. 

종합해 볼 때, 캐머런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는 문화예술 정책 규모는 축소하

면서도 내부적으로 DCMS의 국가 개입을 강화하였다. 특히 문화예술 예산에서 

여타 부처들과 연계했던 예산들은 폐지되는 점은 캐머런 정부가 문화예술이 사

50) 사르코지 정부의 정책에서 개념을 착안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프랑스 사르코

지 정부는 성당과 베르사이유 성을 비롯한 50여곳의 성을 보수했다. David Looseley, 
“Notions of popular culture in ultural policy: a comparative history of France and 
Britain.”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17, 4 (2011). 

51) 황기식, “영국 빅 소사이어티 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실천적 평가”,『EU연

구』, 39호 (2014), p.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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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정책으로 변질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는 바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2) 빅 소사이어티(Big Society)와 연계된 문화정책

문화예술계의 규모축소 및 자체적 운영, 중앙 권한을 최소화하는 운영원리는 

캐머런 정부가 내세운 빅 소사이어티 개념과 관계가 깊다. 캐머런 정부는 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빅 소사이어티(Big Society)’를 

주요 정책개념으로 제시했다.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사회적 기업의 공공서

비스, 기부와 같은 형태의 사회적 행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한다

는 내용이다.52) 캐머런 정부가 그리는 빅 소사이어티를 이루려면 각 구성원들

은 신뢰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유대감은 개인주의적이지 않고 남

을 배려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때, 발생된다. 또한 무너진 사회(broken 

society)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사회정의가 살아있어야 하며, 적극적이면서

도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 즉,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고 이전과 

달리 시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된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

체 내에서 서로 간의 믿음이 줄어드는 것은 자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별 영향

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중대

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개혁들을 통해서 보다 나은 

사회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53) 그러나 환언하면, 윤리도덕적 가치를 중

시하는 이면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적인 복지 측면이 감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방법으로써 시민 공동체 의식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54) 

52) 2005년 보수당 대표 선거에서 공공서비스 부문의 정책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개발

된 것으로, 당시 분열되어 있던 보수당 내부를 포용하고 당의 결속 유지하는 기조

를 형성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평가받는다. 홍석민, "D. 캐머런의 ‘큰 사회론(Big 
Society)’과 영국 보수주의 전통",『영국연구』, Vol. 31 (2014). 

53) Building the Big Society,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897
9/building-big-society_0.pdf. (2015년 4월 27일 검색)

54) 그러나 캐머런의 빅 소사이어티 정책에 대해 어떠한 청사진이나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막대한 예산 삭감 정책을 보며, 공공지출과 사회복지에 대

한 지출을 규모 축소를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담론을 양산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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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기조 이면에는 ‘더 나은 삶’으로 변화하는데 있어 변화의 주체는 개

인이고 국가는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정책 원리가 담겨져 있다. 개인들

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국가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부수적 수단이라는 점이

다. “연합정부(The Coalition: our programme for government)”에 따르면 ‘복

지적 안녕과 행복을 높이는 것은 국가(Big State)가 아니라, 바로 빅 소사이어티

(Big Society)’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경제 위기에서 공공자금의 축소를 정당

화하는 이데올로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빅 소사이어티 담

론은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한 공공영역 전반에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축소하

고, 이를 고착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55) 

이와 같은 정책 기조 하에서의 문화영역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시민 자발

적 참여를 통한 사회정의 실현과 공공선, 이를 실천함으로써 빈곤 감소를 실현

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므로 문화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따라

서 전반적인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관심은 축소되었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접근성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캐머런 정부의 국정

운영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노동당 정부와는 달리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언급이 

박물관 무료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56) 이는 ‘삶의 질’을 높이

기 위한 소양으로서의 문화 접근이다. 왕립예술원(Royal Society of Art)이 발간

한 「예술재정 지원, 궁핍, 그리고 빅 소사이어티(Arts Funding, Austenity & the 

Big Society)」에 따르면 ‘예술적 감상과 참여(artistic appreciation and 

participation)’가 ‘좋은 삶’을 실현하는 핵심적 요소라는 언급이 이를 뒷받침한

다.57) 캐머런 정부에서는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서 마치 교양을 체

했다. Anna Coote, “Economics real wealth means well-being”, NEF, (2012).; 
Vanessa Bartlett, “In the big society, not all art is equal”, the Guardian
http://www.theguardian.com/culture/culture-cuts-blog/2011/jul/14/big-society-art-cu
ts. (2015년 4월 23일 검색)

55) 최보연, “창의교육에서 문화교육으로”,『문화경제연구』, 18권 1호 (2015). 
56) HM Government “The Coalition: our programme for government.”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897
7/coalition_programme_for_government.pdf. (2015년 4월 10일 검색)

57) J. Knell and M. Taylor, Arts Funding, Austerity and the Big Society, (London: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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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듯 접근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예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예술을 생산하는 예술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예술가의 

질적 차등을 둠으로써 이들을 선택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처럼 캐머런 정부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고양하기 위해, 성숙한 윤리를 지닌 

시민을 배양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정책을 시행하였고, 보다 우

수한 문화예술작품과 활동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감상과 참여를 장려하므로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을 ‘우수성’에 고착시키고 있다. 

 

2. ‘예술을 위한 예술’의 경향

2016년 발간한 문화백서(The Culture White Paper)에서도 알 수 있듯이, 캐

머런 보수당 정부는 지역사회(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 문화적 풍요로움을 이

끌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캐머

런 정부에서 관심을 두는 문화예술 영역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

상이자 예술 본연의 가치가 중시되는 예술 활동과 작품이다. 즉, 예술적 이해와 

참여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이해하고 우수한 예술을 생산하는 예술

가와 활동에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58) 또한 우수한 영국의 문화콘텐츠들은 영

국의 국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브랜드화 하는데 집중하였다. 

1) 예술위원회에서 제시한 문화 정책의 방향

2010년 예술위원회에서 발간한 “모두를 위한 예술(Achieving great art for 

everyone)”을 보면 예술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와 방향성을 제시되고 있다. 여

기에서는 캐머런 정부에서 주장하는 문화예술의 우수성의 역설이 잘 드러난다. 

저서는 크게 5개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첫 번째는 예술적 재능과 

우수성 증진을 강조하며 영국이 예술분야에서 선두에 서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Society of the Arts, 2011); 최보연, op. cit.
58) J. Knell and M. Taylor,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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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예술가들의 성과를 촉진하고 국제적 관점에서 예술적 지평을 넓히도

록 제시한다. 이외에도 수준 높게 훈련된 다양한 분야의 예술분야 리더와 전문

인력 배출을 강조하고 있다. 고도의 훈련과 예술의 잠재성에 주목하면서 예술

가들의 고유의 영역을 인정하고 있다. 2013년 예술위원회에서 발간한 2010년부

터 2020년까지의 “위대한 예술과 모든 이를 위한 예술(Great Art and Culture 

for Everyone)”이라는 보고서에도 유사한 내용이 관찰된다. 가장 우수한

(excellence) 문화예술을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적 접근성(access)

을 개선할 것을 강조하면서, 문화예술의 고유의 가치에 보다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예술가들이 양질의 예술을 생산하도록 지원하면, 

이를 향유하는 지역민들은 삶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59)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영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영

국문화원과 영국국영방송인 BBC를 활용하여 신시장을 개척하고 문화프로그램

을 수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대표적 사례로 2011에 도임된 “위대한

(The GREAT)” 캠페인은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통해 영국의 브랜드화를 촉진

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국, 러시아, 인도, 한국 등 매년 국가를 선정해 집중적인 

교류사업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셰익스피어 라이브즈(Shakespeare Lives)’ 프

로그램이 있다.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맞아 그의 작품과 문화, 교육, 사회

에 미친 영향을 기념하는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140국 이상 사람들에게  영국

문화원, 영국영화인스티튜트, 국립극단, 셰익스피어왕립컴퍼니 등 다수 기관들

의 협업으로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선보이는 작업이다. 

이처럼 캐머런 정부는 국내적으로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문화정

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위해 우수한 문화예술 생산가인 예술가 지원을 중시했

으며, 대외적으로는 영국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홍보와 교류에 집중했다. 

2) 고급 문화예술 지향의 회귀, 문화와 역사의 중시

문화예술 측면의 접근성의 강조는 과거 고급예술에 대한 이해 증진, 지식 확

장, 문화와 역사의 이해로 발현된다. 예를 들어 2013년 7월 DCMS와 교육부는 

59) Ibid., p.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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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세부안(Cultural Education: A Summary of programmes 

and opportunities)’60)에서 모든 어린들에게 문화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

표 아래 학교에서 “Poetry by Heart(a National Poetry Recitation Competition)” 

시낭송 경연대회와 “The Shakespeare Schools Festival and RSC Shakespeare 

Toolkit for Teachers”로 전국 5만 명의 어린이들이 셰익스피어 연극무대에 참

여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이는 영국이 세계적인 수준의 문학유

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Museums and 

Schools Programme”을 통해 영국 전역의 학생들이 박물관에서 문화예술활동

을 경험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한다는 점과 함께 국

가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고 목표를 제시하는데, “Heritage Schools”를 

통해 문화유산 학교 프로그램을, “Read for my school”을 통해 찰스디킨스 이

해처럼 역사와 맥락, 상징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문화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과거 대영제국이 누렸던 문화적 자긍심을 되새기려는 의

미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문화예술의 고유성에 

대한 존중이 강화한다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적 측면에의 접근은 스포츠 

정책과 자원봉사 등의 사회적 참여로 나타난다.  

스포츠 정책은 학교 체육교육과 운동장 및 시설들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는

데, 이는 스포츠가 커뮤니티에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수

단이라는 데 근거한다. 스포츠 정책은 사회정책의 성격이 보이는 유일한 정책

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Service)의 공적 예산도 

연계해서 사용한다. 이는 2012년 올림픽 개최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빅 소

사이어티 개념과 부합되어서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빅 소사이어티 개념은 서

로 돕는 사회를 조성하는 기부문화가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2010년 기부녹서

(Giving Green Paper 2010 UK)61)와 2011년 기부백서(Giving White Paper 

60) DCMS, Cultural Education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265
69/Cultural-Education.pdf. (2015년 4월 8일 검색)

61) “Giving”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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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UK)62)에도 나타나 있듯이, 문화예술 정책에서도 경제적 자산(assets)의 기

부와 자원봉사로 대표되는 시간(time)과 기술(skill), 지식(intelligent funding), 

경험(experience donation) 등의 사회적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예술

펀드(the Art Fund), 빅 기브(the Big Give)와 같은 전문 중개 기관을 설립하며, 

문화공간에 개인이 전문 기술과 지식을 기부할 수 있다. 특히 교육 자원봉사는 

31 퍼센트에 달하는데 반해 예술과 박물관에서의 자원봉사는 전체 인구의 8 퍼

센트에 불과하다는 조사에 따라 이에 대한 강조점이 나타났다.63) 2011년 4월에 

시작된 ‘해피 뮤지엄 사업(Happy Museum Project: HMP)’의 경우, 박물관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과 주거환경을 근본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변화로 

이끌 수 있는 사례로 꼽힌다. 런던교통박물관은 세인트 먼(St. Mungo)의 노숙

자 자선단체로 집 없는 사람들의 대화 장소로 사용됐다. 이들 대부분은 자원봉

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공인된 훈련을 통해 개인들이 직업을 얻게 

되고 공동체적 시민의식을 높인다. 맨체스터에서 이뤄진 화려한 외출(A Grand 

day out)은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노년층이 사회적 고립을 탈출하고 건강을 개

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자와 함께 미술, 공예, 모용 프로그램을 지

원하게 된다. 이처럼 문화예술 정책은 교육적 효과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자

원봉사와 같은 사회적 참여에 의한 커뮤니티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예술 매칭 펀드를 실시함으로써 영국의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은 뉴 파트

너스 프로그램(New Partners Program)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즉, 영국에서는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기업 지원금을 따라 차등을 두어 예술단체에 펀드 제

공할 수 있다.64) 그러나 국립예술 캠페인(National Campaign for the Arts)에서 

6/Giving-Green-Paper.pdf. (2015년 4월 15일 검색)
62) HM Government, “White paper”,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891
5/giving-white-paper2.pdf. (2015년 4월 15일 검색)

63) “Citizenship Survey”,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20120919132719/http:/www.communities.
gov.uk/documents/statistics/pdf/1547056.pdf. (2015년 4월 15일 검색)

64) 예술경영지원센터, “기부? NO, 기업과 예술단체 협력사업”, 
http://webzine.gokams.or.kr/01_issue/01_01_veiw.asp?c_idx=52&idx=52. (2015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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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한 아츠 인덱스(Arts Index)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기업의 후원

과 파트너십은 19 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등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65) 

종합해 볼 때, 캐머런 정부에서 나타난 문화예술 정책은 과거 영국문화의 영

화로 회귀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이며, 예술을 위한 예술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

난다. 대중의 문화예술 접근성 측면에서는 예술가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대신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대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

로 접근하고 있다. 

Ⅵ. 결론

문화예술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등장하고 사회적 가치가 중시됨

에 따라 각국은 문화예술에 대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주요 문

제로 대두되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철학과 가치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정책

을 시행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와 세계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정부는 

문화예술에 대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적절한 기준과 범위는 무엇인지 질

문하게 된다. 

영국은 풍부한 문화유산과 고유의 철학을 바탕으로 독특한 문화정책 체계를 

형성하여 왔다. 시대별 맥락에 따라 살펴보니, 영국의 문화예술 정책은 독립성

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팔 길이 원칙’을 기본 골자로 삼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정부의 관여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문화예술 지원에 있어 공공성을 

강조함으로써 문화예술이 정부와 동떨어진 독립 영역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문화예술을 공적인 영역에 두고 

이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문화예술이 갖는 가치를 

검색)
65) “Artx Index 2013”, 

http://www.theguardian.com/culture-professionals-network/culture-professionals-bl
og/2013/dec/05/arts-index-2013-download-nca. (2015년 4월 24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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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에 두고도 타당한 정책화를 수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영국의 경우, 블레어 신노동당 정부는 문화예술의 의미를 세분화하여 그 범

위를 확대하였다. 이는 다양한 부처에 기회를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수준을 제고하려는 의도이며, 이를 위해 문화예술 교육에 집중했

다. 또한 인종적 소수자들에 대한 포괄적 수용과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을 시도

함으로써 문화다양성 가치를 통한 사회통합과 결속을 추구했다. 그러나 문화예

술 담론의 과잉생산은 심미적 가치라는 본질적인 의미가 잘못 해석되면서, 오

히려 다수로부터의 거부감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캐머런 보

수당 정부에 들어와서는 기존의 문화예술과 연계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축

소시켰다. 영국 문화예술의 근원적 가치에 초점을 맞춰 영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주력했고 진행방식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중시했다. 결

과적으로 문화예술정책이 크게 위축되고 접근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특

히 이전 정부와 달리 다양성의 가치와 타문화에 대한 포용성을 배제하고 과거 

대영제국이 누렸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정책에 치중한 점은 다른 이들과의 

공생을 추구하는 거리가 있으며, 2016년 결정된 브렉시트의 정서적 배경으로도 

작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웨인 파슨스(W. Parsons)는 정책이란 “정치적 목적들의 집합체”이며, “정책

에서 활용되는 용어와 수사는 그 자체로 해당 정책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곧 공공영역에서의 정책변동은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철학과 긴 히 연동된다는 것을 의미한다.66) 이러한 관점

에서 볼 때,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 집권당의 성격과 기조가 발현되는 것은 당연

할 것이다. 그럼에도 문화예술이 갖는 공공성의 특성을 볼 때, 정치적 역학구도

에서 어느 정도 독립된 상태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타당성과 접점은 필요

하다고 본다. 과거에는 종종 공공성을 국가 혹은 정부가 정하는 방향에 따르는 

규범과 유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공공성을 

이끄는 주체가 다원화되면서 공공성에 대한 논의도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66) 최보연, op. cit.,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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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matter of diversity and excellence in British 

Cultural Policy

Kim, Sae-Mee*
67)

With the recent increase in the social value of the arts and culture, the 

importance of cultural policy has ever grown. However, discourse on 

government intervention and independence from authority regarding 

cultural policy remain as secondary issues. Thus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validity and intersection of public policy through the case 

of the British cultural policy. The UK has highlighted the expertise and 

political independence insofar as its cultural policy is called as ‘an arm’s 

length policy’. Nevertheless, the recent trend shows that it has been 

greatly influenced by the government structure and character.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the Tony Blair administration seeked to 

increase accessibility of culture and to promote democratic values 

through government intervention, but was criticized to abusing cultural 

policy. The Cameron administration, which was characterized by its 

excellence feature, reduced government intervention and focused on 

promoting the UK cultural heritage and inducing voluntary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y and citizens. In turn, it was criticized to have 

diminished the space and projects of arts and culture. Thus, even in the 

UK, where political neutrality is emphasized the abuse 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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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ence of cultural policy reflect the intertwined political values and 

rhetorics of ‘excellence’ and ‘diversity’. Considering the fundamental 

value of arts and culture, independence of cultural policy needs to be 

respected and the conditions and appropriateness of government 

interventions should be caefully discussed.

Key words: UK cultural policy, Blair`s diversity policy, Cameron`s excellence 

policy, Social value of culture, Publicness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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