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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서평

노동자계급과 대중문화, 그리고 미디어: 

교양의 효용에 대해

이규탁(한국조지메이슨 학교)

 세계 으로 큰 인기를 리고 있는 록음악이나 화, 드라마, 

언론, 문학 등과 같은 국의 문화를 제 로 즐기기 해서는 ‘

국 노동자계 의 문화(British Working Class Culture)’에 한 이해가 선

행되는 것이 좋다. 가령 국의 록음악에서 때로는 거친 느낌마  주

는 힘찬 남자 목소리의 합창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 존 논(John 

Lennon)의 노래  하나인 <Working Class Hero>가 발표 당시는 물론 

지 까지도 계속 회자되는 이유, 혹은 <빌리 엘리어트(Billy Elliot)>나 

< 라스드 오 (Brassed Off)>, <풀 몬티(Full Monty)> 같은 국 화 

속에서 묘사되는 국 노동자계 의 생활상과 사고방식의 배경이 무

엇인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 작품들을 좀 더 깊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문화 자체뿐만 아니라 문화와 련된 다양한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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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들, 특히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의 주요 이론들에 해 공부

하다 보면 가장 먼  만나게 되는 분야  하나가 바로 국 노동자계

 문화에 한 연구들이다. 우선 문화연구 분야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이먼드 리엄스(Raymond Williams)의 각종 작들[문화와 사

회(Culture and Society)(1958), 기나긴 명(The Long Revolution)(1961), 시골

과 도시(The Country and the City)(1973) 등]을 비롯하여 문화연구의 고

인 폴 리스(Paul Willis)의 학교의 계  재생산(Learning to Labour)
(1978)이나 딕 헤 디지(Dick Hebdige)의 하 문화: 스타일의 의미

(Subculture: The Meaning of Style)(1979) 등이 바로 국 노동자계  문화에 

한 다양한 시각과 분석, 연구를 담고 있는 작이다. 

이 듯 국의 문화에서 노동자계  문화의 요소가 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문화연구에서 국 노동자계  문화에 한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무엇일까? 이에 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

서 ‘문화연구란 무엇인가’에 해 간단히 정의를 내리는 것이 먼 일 

것 같다. 문화연구란 문화, 그 에서도 소  말하는 ‘고 문화(high-

brow culture)’나 ‘고 문화(classical culture)’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

문화(popular culture 혹은 mass culture)’에 한 진지하고 비 인(critical) 

근을 특징으로 하는 연구 분야를 이야기한다. 여기에서의 ‘비

인 근’이란 단지 상이 되는 문화의 잘못된 을 지 하고 비

난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문화를 다양한 에서 근·

분석하여 그것의 가치와 의의를 탐구하고, 그것이 사회 속에서 가지는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근법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문화연구는 기본 으로 ‘학제연구(學際硏究, Interdisciplinary Studies)’, 

즉 여러 학문 분야가 제휴하여 수행하는 연구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최근 학문 연구의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인 ‘융합’과도 일맥상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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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하겠다. 문화연구는 문학, 미디어연구, 역사, 철학, 미학, 사

회학, 인류학은 물론 경제학, 경 학, 교육학 등과 같은 실증 인 학문 

역까지 모두 포함하는 범 한 분야인 것이다.

그런데 문화연구자들은 왜 이 게 국 노동자계  문화에 집착해

온 것일까? 일단은 문화연구 분야가 국을 심으로 발 해 왔다는 

역사  사실이 가장 큰 이유이다. 문화연구의 시작은 체로 1964년 

국의 버 엄 학교(University of Birmingham)의 문화연구소(Center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 이하 ‘CCCS’) 설립으로 본다(‘문화연구’

라는 학문 분야의 이름이 바로 이 연구소에서 유래했다). 이 연구소의 소장

을 역임했던, 문화연구의 가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을 비롯하여 폴 

리스, 딕 헤 디지, 리처드 존슨(Richard Johnson), 안젤라 멕로비

(Angela McRobbie) 등의 명망 있는 문화연구자들이 모두 이 연구소를 

거쳐 갔을 정도로 CCCS는 문화연구의 표 인 경향을 주도하 으

며, 때로는 ‘버 엄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자신들의 학풍

을 확고히 하 다. 그리고 1970년  후반에서 1980년  반을 기

으로 국 내에서 구축된 문화연구의 경향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1980년  후반에 이르러 마침내 우리나라의 

학계에도 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와 더불어, 문화를 연구 상으로 삼았던 일군의 국 문화연

구 학자들이 노동자계 의 문화야말로 산층 혹은 상  계층이 즐기

는 문화와는 다른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화’라는 인식을 공유했

던 것도 국 노동자계  문화가 문화연구에서 요한 치를 차지하

게 된 원인이다. 이는 소  ‘고 문화’를 심으로 발달해 온 상류층

들의 문화, 그리고 노동자계 과 상류층 사이에서 나름의 ‘교양과 품

’를 확보하려 했던 산층들의 문화와 차별화되는 독자 인 문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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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동자계  문화를 치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 노동자계

의 문화는 다소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면이 있지만 그만큼 실제 민

들의 삶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들의 

문화를 탐구하는 일이야 말로 곧 문화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방

법이라고 문화연구자들은 생각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노동

자문화야말로 미국 심으로 발달한 상업 인 매스미디어 문화와는 

차별화되는, 문화산업과 자본의 입김에서 비교  독립 이고 진정성

이 담겨 있는 문화라고 생각했다. 우리나라 말로는 같이 ‘

문화’라고 번역되지만, 이들은 산업과 자본에 의한 량생산- 량소

비 체제의 미디어 문화는 ‘매스 컬처(mass culture)’로 부르며 국 노동

자계  문화와 같은 ‘진정한’ 문화와 구분하려 했다. 

이와 같은 국의 기 문화연구 학자들은 실제로 국 노동자계  

문화에 한 그들의 연구 방법과 이론은 ‘ 국’과 ‘노동자계 ’이라는 

특정한 지역과 계층을 벗어난 후에도 다양한 지역과 국가, 집단의 문

화를 비 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에 커다란 향을 끼쳤다. 가령 

1980년  우리나라의 ‘민 문화론’ 역시 상업문화와는 구분되는, 노

동자와 민 이 ‘진정으로’ 공유하는 문화에 한 담론이었다는 에

서 이들의 과 유사 을 지니고 있으며, 1990년  이후 한국의 문

화연구 담론들 역시 국 문화연구 학자들의 연구 경향으로부터 자유

롭지 않다.

교양의 효용은 국의 사회학자이자 문화연구 학자인 리처드 호

가트(Richard Hoggart)가 지은 작 The Uses of Literacy(1957)를 우리말로 

번역한 책이다. 국 문학 공으로 학문을 시작한 호가트는 곧 국 

문화에 한 지 한 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에 버 엄 학교에 

재직하던 그는 CCCS의 창립에 깊이 여하게 된다. CCCS가 창립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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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트는  연구소장을 역임하 으며(1964～1969), 그가 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스튜어트 홀을 선임 연구원으로 임명하는 등 후배 양

성에도 힘을 기울 다(홀은 호가트에 이어 2  소장이 된다). 즉, 호가트

는 문화연구라는 학문 분야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으며, CCCS의 창립

자이자  연구소장이라는 에서 향후 문화연구 개에 커다란 

향력을 발휘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다. 이후 호가트는 유네스코에서 

활동하며 국제 인 명성을 쌓았고, 골드스미스 런던 학교(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에 재직하다 은퇴한 후 2014년 세상을 떠났다. 그

가 이룩한 학문  성과  후배 학자들에게 끼친 향력을 기리기 

해 골드스미스 런던 학교 측에서는 학교 본  건물을 ‘Richard 

Hoggart Building’으로 명명하기도 할 정도로 그의 명성은 인문사회

학계에 리 알려져 있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호가트는 CCCS 설립을 통해 문화연구가 하

나의 독립 인 학문 분야로 자리 잡는 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 그러나 

그의 공헌은 단지 연구소 설립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많은 작들 

역시 향후 문화연구의 방향성을 확립하는 데에 큰 향을 끼쳤는데, 

그 에서도 교양의 효용은 상당히 요한 치를 차지하는 작이

다. 그 이유는 이 책이 20세기 반의 국 노동자계  문화를 생생

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호가트는 왜 문화연

구자들이 노동자계  문화에 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으며, 

더불어 노동자계 의 문화가 해당 시기의 정치/경제/사회  변화와 

어떤 식으로 계를 맺고 발 하며 변화하는지를 상세하게 밝혔다. 

즉, 이 책은 이후 잇달아 등장하게 될 국 노동자계  문화에 한 

연구의 효시라고 불러도 좋을, 문화연구 분야 고  의 고 이다.

책의 내용에 해 언 하기에 앞서 먼  왜 The Uses of Literacy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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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제목을 교양의 효용이라고 번역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야 할 것 같다. 이 책이 아직 한국어로 번역되어 나온 이 없음에도, 

학계에서 혹은 이 책을 읽어본 사람들 사이에서 이 책의 한국 제목은 

교양의 효용으로 리 알려져 있다. 사실 ‘literacy’라는 말의 사

인 의미는 ‘ 을 읽고 쓸  아는 능력’이다. 그런데 한국어에는 ‘문맹

(까막 )’, 즉 ‘illiteracy’에 응하는 단어는 있지만 그 반 말인 ‘liter-

acy’에 응하는 단어가 없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literacy’, 즉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비율이 

극히 낮은 우리나라의 상황 때문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단순히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literacy’를 ‘교

양’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은 아니다. 모든 어 단어가 그 듯 번역

시에는 사  의미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문맥과 내용에 맞게’ 그 

표 이 다소 변형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literacy’가 그러하다. 이 

책의 반 인 내용을 미루어볼 때 여기서 말하는 ‘literacy’란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소설, 신문, 잡지 등의 출 물과 방

송, 음악, 화 등과 같은 ‘교양으로서의 문화’를 읽고 수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국 노동자계  부분이 기본 인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은 이미 19세기 반의 일이다. 이 책에서

는 그러한 기본 인 능력을 구나 쓸 수 있게 된 지 100여 년이 지난 

20세기 반의 노동자들과 문화에 한 이야기를 개하고 있

기 때문에, ‘literacy’를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으로 번역하게 되면 

책이 의미하는 바를 제 로 담아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읽고 쓰는 

능력의 효용(이용)이라는 말보다는 교양의 효용이라는 쪽이 자가 

표 하고자 한 의도와 잘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호가트는 이 책에서 당시 일어나고 있던 새로운 흐름들―라디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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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 비 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싸구려 통속 소설과 황색 언론·잡지

의 유행, 미국 문화의 거 유입, 문화의 량생산과 량소비 경향 심화

―이 과거부터 존재하던 노동자계  문화에 어떠한 향을 끼쳤는지

를 분석하며, 이 향으로 인한 변화가 지니는 의미에 해 역설하고 

있다. 이를 보여주기 해 그는 각종 여론 조사 자료  통계 수치를 

인용하는가 하면, 노동자계  출신으로서 자신이 청년기까지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  자신이 직  겪었던 과거· 재의 노동자문화와 상

업 인 문화에 한 시와 분석 등을 모두 근거로 삼는다. 

책의 반부에서 그는 국 노동자계 이 과거부터 향유하고 있던 

문화  삶의 태도가 가지는 특성에 해 풍부한 시와 비교를 통해 

설명을 한다. 국 노동자계 이 산층, 혹은 상류층과 어떤 식으로 

조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태도가 빚어낸 문

화가 무엇인지에 해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을 통해 독자들은 국 

노동자계 의 문화가 기본 으로 역동 이고 힘이 넘치는 문화임을 

악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런 문화는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자생

으로 생겨난 것으로, 노동자라는 자신들의 계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

는 결과를 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 노동자계 의 

문화는 20세기 반, 특히 제2차 세계  후로 큰 변화를 겪는데, 

그 변화에 한 양상  그 원인과 결과가 이 책의 후반부를 구성한다. 

집 화, 표 화, 량화가 이루어진 20세기 반 미디어 심의 

문화가 활력 넘치고 인간 이던 국 노동자문화를 여러 면에서 바꾸

어 놓았다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해 호가트는 노동자계 의 획일

화  부조리한 실에 해 무 심해지는 경향과 더불어 장학제도의 

수혜를 입어 노동자계층과 멀어지게 되는 ‘ 한 노동자계  출신 

청년들’의 성장 과정과 심리 상태를 명료하게 서술한다. 즉,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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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와 산층의 확장이라는 시  흐름으로 인해 과거 노동자계

의 ‘건강한’ 문화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양’을 얻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 교양이라는 

것은 매우 한정 인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는, 껍데기뿐인 교양인 경

우도 많으며 이러한 ‘가짜 교양’ 때문에 진정성 있는 노동자문화의 

활력이 말라가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호가트의 분석이다.

호가트의 이러한 연구는 문화연구자들이 이상 인 연구 방법으로 

생각하는 ‘실증  연구와 이론  연구의 결합’을 훌륭하게 구 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학, 문학, 언어학, 역사학, 인류학, 미디어커뮤니

이션 연구를 넘나드는 그의 근 방식 역시 ‘학제연구’라는 문화연구

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괜히 이 책이 문화연구의 

‘고 ’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한 역의 고 이라면 당연히 다른 분

야의 사람들이 읽었을 때도 재미와 지 인 자극을  수 있어야 하는

데, 이 책은 그러한 부분도 충실히 만족시킨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두 차례의 세계  직후 커다란 변화의 시기를 겪던 국의 역사와 

정치사회  흐름을 읽을 수 있고, 당시의 미디어 환경과 발 상을 엿

볼 수 있으며(그 결과 이 책은 미디어 연구의 고 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당시 계층별로 가지고 있던 의식  생활태도와 더불어 노동자계 을 

심으로 한 국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  문화연구 쪽의 선구자 격인 국의 사례와 분석

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사례에도 충분히 응용하여 용

할 수 있다는 장 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1957년에 발간된 이 책이 나온 지도 어느덧 60년의 세월이 흘 다. 

그동안 미디어 환경과 문화산업의 모습은 크게 변화하 고, 국 노동

자계 의 성격 자체도 이 과는 상당히 달라졌다. 가령 이 책에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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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방송’이 거의 부분 라디오 방송에 한 이야기인 것에 

반해 재 우리가 즐기고 있는 ‘방송’이란 텔 비  심, 그리고 인

터넷 미디어 심이다. 더불어 호가트가 이 책에서 가장 심 을 기울

여 묘사하고 있는 인쇄매체들, 특히 종이 신문과 잡지의 경우 이제는 

 세계 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향력이 감소했다. 신문과 잡지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는 이제 인터넷에

게 잠식당한 지 오래이며, 그 결과 이들은 과거처럼 의 심을 

끄는 매체도 아니고 그들에게 큰 힘을 발휘하는 매체도 아니다. 시간

의 흐름 속에서 과거에 비해 가장 빠르고 격한 변화를 겪은 분야가 

미디어커뮤니 이션 분야임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부분은 당연한 것

이며, 일부 독자들은 여기에서 오는 시  괴리감을 느낄 지도 모르

겠다. 더불어 미국의 문화와 음악에 한 과거 국 학자 특

유의 다소 냉소 이고 깔보는 듯한 태도는 미국 문화에 한 애

정이 있는, 혹은 인 문화와 음악 자체에 애정이 있는 사람

들에게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고 이 고 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비록 책 속의 몇몇 소재

나 내용이 과거의 사실이 되어버렸다고 해도 그 사이를 통하는 주

제가 실의 이해와 비  분석에 충분히 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해당 작의 주제 의식이 지 도 유효할 정도로 긴 생명력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인데, 교양의 효용 역시 그러하다. 날이 갈수록 소수의 

기업들에게 집 되고 있는 미디어 권력, 쓴이의 노력과 통찰이 

들어간 정교하고 상세한 묘사와 분석이 담긴  에 ‘내용이 무 

기니까 석 로 요약해 달라’ 혹은 ‘긴 은 패스’와 같은 댓 을 서슴

없이 달며 짧고 간단하며 자극 인 만을 선호하는 많은 인터넷 유

들,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훌륭한 ‘스펙’을 쌓고도 자신이 속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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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 채 미래에 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끊임

없이 다른 것들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재 10～20 들의 처지는 교
양의 효용에 묘사되어 있는 매체 환경  일반 인 국 노동자

계 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 가 바 고 우리가 즐기는 문화

의 구체 인 형태  방법은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

지만, 멀게는 100년에서 가깝게는 60여 년  국 노동자계 에서 

일어난 문화 변화의 양상을 보며 재 우리 사회와 문화의 문제 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갈수록 산업화/집 화되고 있는 문화산

업의 향력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노동자계  문화 특유의 끈질긴 

생명력과 활력이 남아 있는 사례들을 나열하는 것으로 책을 마무리 

짓는 호가트의 희망 인 시선처럼, 고도로 산업화/집 화된  우리나

라의 문화 속에서도 그러한 희망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투고: 2016년 5월 10일, 게재확정: 2016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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