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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자본주의 시대, 미술교육에 던져진 곤란한 질문들:
얀 야고진스키의 연구를 중심으로
The Era of Designer Capitalism, Difficult Questions Thrown at Art Education:
Based on Studies of Jan Jagodzin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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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글은 캐나다의 미술교육학자 얀 야고진스키(Jan Jagodzinski)가 창안한 개념인 ‘디자이너 자본주의’를 네 가지 측면에
서 검토하고, 이 개념이 미술교육 영역에 제기하는 질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디자이너 자본주의는 ‘겜블링 경제’라 불리는
금융자본주의의 문제 및 삶의 총체적 자본화, 기호가 지배하는 심미화된 소비자본주의의 세계, 디지털 기술과 영상 장치들을
이용한 통제, 그리고 자발적으로 지배에 순응하도록 스스로를 통제하는 주체 형성의 문제 등 오늘날 우리의 삶과 관계된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디자이너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술교육의 기초가 되는 감각, 지각
차원의 변형, 미술교육과 디자이너 자본주의와의 관련성, 전의식적 지배 체제 내에서 미술과 미술교육의 방향, 포획된 창의성
의 문제 등 미술교육과 결부된 질문을 찾아본다.
주제어: 디자이너 자본주의, 얀 야고진스키, 통제사회, 정동

ABSTRACT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four aspects of 'designer capitalism', the concept introduced by Canadian art
educator, Jan Jagodzinski, and discusses questions presented to art education through this concept.
Designer capitalism is the concept encompassing diverse issues associated with our contemporary life
such as capitalization of life on the whole as well as the problem of financial capitalism called 'gambling
economy', the aestheticized world of consumer capitalism governed by symbols, control using digital technology and imaging devices, and an issue of forming the selves that control themselves to comply spontaneously with the rule. Based on this analysis of designer capitalism, this article look for questions related
to art education, such as transformation of sensation and perception underlying foundation of art education,
the relation between art education and designer capitalism, the direction of art and art education within
the preconscious governance system, and the problem of captured creativity.
KEY WORDS: designer capitalism, Jan Jagodzinski, control society, a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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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이 글은 캐나다의 미술교육학자 얀 야고진스키(Jan Jagodzinski)1)의 연구를 이해하고자 하
는 첫 시도로서 그가 창안한 개념인 ‘디자이너 자본주의(designer capitalism)’에 대해 검토하
고, 이 개념이 미술교육 영역에 제기하고 있는 질문들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야고진
스키는 2010년부터 국내 학회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투고한 바 있으며 수차례 국내에서 진행
된 학회에 참여하여 한국의 미술교육 연구자들에게 꽤 알려진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난해하고 독특한 문체와 낯선 개념들 때문에 그의 연구를 편안히 읽긴 쉽지 않다. 더구나 미
술교육 이론과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들 - 창의성(Jagodzinski, 2010a), 시각
문화 미술교육(Jagodzinski, 2017a), 예술기반연구(Jagodzinski & Wallin, 2013) 등 - 에 관한
논의에 대해 과하다 싶을 만큼 신랄하게 비판하는 부분은 불편하게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
그의 비판은 꽤 집요하고 끈질긴 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 창의성에 관한 한 논문(Jagodzinski,
2010a)에서는 2010년 Art Education지의 창의성에 관한 특집호(63(2)) 권두논문에서 창의성을
7가지로 재정의하려는 캐리 프리드만(Kerry Freedman)의 시도에 대하여 7개 각각의 항목 마
다 이를 반박하는 글을 썼으며, 동료 교수와 함께 예술기반연구를 다룬 저서(Jagodzinski &
Wallin, 2013)에서는 2장 전체를 할애하여 2006년 Studies in Art Education지의 예술기반연구에
관한 특집호(48(1))에 실린 11개의 논문 중 북 리뷰를 포함한 10개의 논문에 대하여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비판을 수행한 바 있다. 이러한 비판이 향하는 지점은 대체로 ‘미술교육이 디자이
너 자본주의를 지원하고 선동’(Jagodzinski, 2010b, p.24)하고 있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그러나
정작 디자이너 자본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의 논문 내 등장하는 수많은 예시와 인용
들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념을 확고하게 규정짓지 않으려는 그의
글쓰기 방식 탓에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디자이너 자본주의란 개념은 야고진스키가 염
두에 두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포괄하고 있는 동시에 그가 제기한 미술교
육에서의 비판점 및 새로운 제안들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디자이너 자본주의는 야고진스키 자신이 창안한 개념으로, 시작 시점을 명확히 하기는 어려
우나 2004년 간행된 그의 단행본 Youth Fantasy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짧지 않
은 기간 동안 형성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념을 만들게 된 바탕으로 미술교육학자로
서는 독특한 그의 학문적 이력을 지적할 수 있다. 그가 밝힌 것처럼(Jagodzinski, 2010b) 1980
년 캐나다의 마운트 세인트 빈센트 대학(Mount Saint Vincent University)에서 강의를 시작했을
때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 자넷 월프(Janet Wolff)와 같은 비판 사회학자, 마르크
스주의 미술사가 티모시 클라크(Timothy Clark), 여성주의 역사가 그리셀다 폴락(Griselda
Pollock) 등과 함께 연구하고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1980년 Journal of Social
1) 현 캐나다 앨버타 대학교(The University of Alberta)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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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in Art Education의 창간부터 참여하여 25년간 미술교육 내 사회 학회(Social Caucus)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회 이슈를 다루었다. 그는 이 사회 학회의 활동이 미술교육 안
에서 시각문화 이슈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Jagodzinski, 2010b). 정치적, 사회적 이론
과, 사회적 현상, 시각문화에 폭넓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풍부한 소스를 제공하는 환경
속에서 중요한 학문적 시기를 거쳐 온 그의 이력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경험을 자양분 삼아 그
자신의 시각으로 오늘날의 현실을 어떤 개념으로서 이론화할 필요성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야고진스키는 미술과 미술교육의 영역 내에서 문제를 찾고 이에 대한 이론을 형성하고자
했던 많은 미술교육학자들과 달리 미술과 미술교육 바깥의 측면들이 우리를 어떻게 조건 짓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행시키고자
한다. 오늘날의 현실에서 미술과 미술교육이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넘어선 영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그가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의할
점은 디자이너 자본주의가 작동하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야고진스키는 개인과 사
회의 이미 주어진 관계 내에서의 상호작용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는 디자이너
자본주의가 인간의 욕망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그것에 예속되는 특정한 주체를 생산하고 금
융, 미디어, 기술적 장치 등 물질적 흐름을 통해 전개체적, 잠재적 차원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변형시키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의 관점에서 디자이너 자본주의의 지배는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내재적이며 인지적 차원보다 전인지적 차원에서 작동한다.
디자이너 자본주의는 1970년대 이후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를 배경으로 하며 우리
가 그것에 의해 어떤 보이지 않는 지배 상태에 놓여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개념은 유사한 관점을 공유하는 넓은 학문적 흐름 속에 위치될 수 있다. 야고진스키는 특히 ‘디
자이너 자본주의란 개념이 질 들뢰즈(Gilles Deleuze)가 언급한 ‘통제사회(control society)'를 다
른 맥락에서 가리키는 것(Jagodzinski, 2010c, p. 29)’이라고 쓰면서 현대 사회에 대한 들뢰즈의
관점에 많은 빚을 지고 있음을 드러낸 바 있다. 또한 그는 미셀 푸코(Michel Foucault)의 ‘통치
성(govermentality)’, ‘생체권력(biopower)’과 같은 개념으로 디자이너 자본주의를 설명하거나 연
결 지으면서 정치철학, 사회학 등에 큰 영향을 주었던 권력의 통치 기술에 대한 그의 분석에도
많은 부분 기대고 있다(Jagodzinski, 2010d; Jagodzinski, 2017a). 야고진스키는 오늘날의 현실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풍부하게 흡수하면서도 미술교육학자로서, 시각문화 연구자로서 그가 관심
을 둔 측면에 집중하여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였다.
디자이너 자본주의는 현재와 같은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 한국과 같이 기술적 장치들이 고
도로 발달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화가 미술교육 영역
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그것이 미술교육이 현재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윤리적, 정치
적 질문을 던지도록 하는 바탕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삶 전체가 자본화 되어가고, 생명
에너지라 할 수 있는 정동(affect)이 포획되고, 주체가 스스로 통제를 행하도록 하는 교묘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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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작동되는 장 속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야고진스키는 그의 저서 Visual Art and
Education in an Era of Designer Capitalism: Deconstructing the Oral Eye(2010)의 서론과 1장에서

디자이너 자본주의의 양상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글은 해당 부분을 포함하
여 2013년에 간행된 단행본(Jagodzinski & Wallin, 2013)과 몇 개의 소논문들을 바탕으로, 디
자이너 자본주의의 개념을 ‘겜블링 경제(gambling economy)’라 불리는 금융자본주의의 문제
및 삶의 총체적 자본화, 기호가 지배하는 심미화된 소비자본주의의 세계, 디지털 기술과 영상
장치들을 이용한 통제, 그리고 자발적으로 지배에 순응하도록 스스로를 통제하는 주체 형성의
문제 등 네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디자이너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술교육이 이러한 측면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 어떠한 전환의 방향이 고려될 수 있는지
가능한 질문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디자이너 자본주의의 양상들
1. 겜블링 경제와 삶의 자본화
야고진스키는 오늘날 글로벌한 취약성(precariousness)들이 도처에 잠재하고 있어 시리아처
럼 상시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는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계 어디에서든 그러한 참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후변화, 자원고갈, 대기오염, 물 부족 등 환경적 문제, 또 난민,
실업, 홈리스를 생겨나게 한 상시적 안전의 위협과 극단적 빈부격차의 문제 등이 그런 상존하
는 불안을 형성하고 있다(Jagodzinski, 2017b). 더 이상 ‘희망적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위
태롭고 불안정한 이 세계의 기저에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교묘한 메커니즘이 자리 잡고 있어서
무엇도 그것의 작동 효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그가 보기에 오늘날 주체들의 삶의 조건은
자본의 지배 메커니즘으로 인하여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미술교육학자로서 야고진스키는
그러한 주체들의 삶과 디자이너 자본주의를 긴밀하게 연결시키면서 오늘날의 미술과 미술교
육은 어떤 역사적 시점이라 불릴만한 위기상태에 도달했다고 말한다(Jagodzinski, 2010d).
디자이너 자본주의의 첫 번째 특성은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불안정한 삶의 조건과 직
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부분과 관련된다. 그는 이와 관련된 금융자본주의로의 변화
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교환의 기호로서 그 자신을 지칭하는 화폐가 등장’하였
고 ‘신용과 빚의 사회가 촉진’되었으며 ‘옵션과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개시’되었다(Jagodzinski,
2010d, p.1-41)는 정도의 설명으로 만족한다. 그는 오늘날의 경제를 ‘겜블링 경제’라고 부르는
데, 그가 기술한 부분만으로는 왜 경제가 도박에 비유되는지 잘 연결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그
가 말한 옵션, 선물 같은 파생금융상품의 특성과 극심한 빈부격차를 낳은 금융자본주의의 일
면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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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찌(Marazzi, 2013/2009)에 따르면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금융자본주의로의 이행은 1970
년대 포드주의 생산양식으로 더 이상 이윤을 얻기 어려워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기업들은 이
윤율을 회복하기 위해 직접적 생산과정에 투자하기보다 금융자산 투자를 통해 수익 증대를 꾀
했다. 금융을 통해 얻어진 이윤은 실물경제로 재투자되지 않았고 오히려 고용은 축소되었으며
기업이 금융적 원천에 크게 의존하면서 잉여자산은 금융으로 계속 흘러들어왔다. 국가는 기업
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제지하기보다 정책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자본의 지배가 심화되는
데 기여한다. 2000년대 초 팽창적 통화정책과 탈규제 정책으로 민간 부채가 폭증하고 금융증
권화가 촉진되는데 이 금융증권이 곧 파생금융상품이다. 은행은 대출상품을 투자은행에 판매
하고 투자은행은 이를 기초자산으로 파생금융상품을 발행하여 이를 다른 투자자에게 판매함
으로서 신용 위험을 분산 이전한다. 신용 위험을 기초로 화폐와도 같은 새로운 자산이 발행되
는 것이다. 파생금융상품은 결국 누군가의 신용 위험을 누군가의 사업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위험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는 도박, 즉 ‘겜블링’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금융은 스스로의 증식을 위해 민간부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금융화의
흐름으로 끌어들였다. 은행들이 금융증권화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되자, 대출의 문턱은 더
욱 낮아졌으며, 거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금융시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박승일, 원
용진, 2015). 수익 창출을 위해 담보가 거의 없는 최하위 신용등급(서브프라임)인 빈민들에게까
지 대출상품이 판매되었고 이러한 도박과도 같은 금융의 팽창은 결국 세계적 금융위기를 불러
왔다. 야고진스키가 말한 ‘신용과 빚의 사회’는 다음 달 지불해야 할 신용카드 대금을 걱정하
고 주택 구입 자금으로 빌린 대출금을 갚기 위해 허덕이는 지금의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적으
로 금융화가 진행된 사회다. 이 곳에서는 빚을 기초로 한 금융의 팽창으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얻은 소수가 있는 반면 은행의 노예가 되어 ‘부채를 갚기 위해 감금된(Jagodzinski & Wallin,
2013, p.42)’ 상태에 놓인 대다수가 존재한다. 또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글로벌 금
융위기가 닥쳐왔을 때 세계의 국민 국가들은 사회적 지출에 쓰여야 할 돈을 끌어와서 은행의
파산을 막아 사회적 전체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했고, 사회보장 예산을 줄이면서 삶의 불안정
성이 더 악화되었다(Berardi, 2013/2011). 그리고 하비(Harvey, 2007/2005)가 ‘탈취에 의한 축
적’이라 지칭한 것처럼 금융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초국적 자본
의 투자와 통제로 불균등 발전은 더욱 심화되어 갔다.
한편 오늘날 자본은 직접적 생산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넘어서 생산과정 외부에서 생산되는 가
치를 통해 거대한 수익을 창출한다.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는 장소 바깥, 그러니까 인간의 일상
적 삶 자체가 가치추출의 배경이 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과 다양한 디지털 장치들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와 관심사들을 자본화함으로써 무제한의 가치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사람을
사귀고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는 SNS 플랫폼 기업들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켰고, 네트워크 공간
에서 유저가 움직인 궤적에 대한 정보는 자본화되어 광고주들에게 판매된다. 야고진스키는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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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와 함께 현 시대의 자본주의가 삶의 다양한 형태의 생명정치적(biopolitical) 생산이 초과 가
치의 기초가 되는 곳이며, 우리는 모두 일을 유지하도록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일로부터 벗어나
도록 할 휴식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한다(Jagodzinski & Wallin, 2013, p.40). 가치추출을 향
한 자본의 지속적 움직임은 삶의 전 영역을 포섭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삶의 자본화에 있어서
인간의 신체, 생명 에너지까지 가치창출의 대상이 된다. 마라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포스트 포드주의 생산전략으로서 노동의 생명정치는 사람들의 총체적 삶을 노동에 투입한다...
그러한 지식과 능력은 협력하는 살아있는 생산적 신체 속에 구현되며, 이때 언어, 정동(affect), 감
정(emotion)을 비롯한 관계적이고 의사소통적인 모든 역량은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Marazzi,
2013/2009, p.146).

야고진스키는 디자이너 자본주의가 삶을 자본화하는 데 있어서, 마라찌가 지적한 것처럼,
그것이 신체, 특히 정동을 표적으로 가치를 추출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동은 스피노자의 저
서 『에티카』의 ‘affectus’에 대응하는 것으로 연속적으로 변이하는 행동능력을 높이거나 줄이
는 신체적 힘이라 할 수 있다(Deleuze, 2005, p.29~33). 이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해석이 존재
하지만, 야고진스키는 들뢰즈 철학에 기반하여 정동을 이해한다. 그에 따르면 정동은 ‘물질 수
준에서 신체 위에서 또는 신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특정 관계를 형성하는 신체의 능력'
을 말한다. 그것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하는 힘의 지속적 변이, 흐름, 생성, 상승과
하강’에 놓인 신체에서 발견되며, ‘정동을 겪는 누군가의 힘을 넘어서는’ 비인칭적(impersonal)
인 것이다(Jagodzinski & Wallin, 2013). 또한 정동은 의식 이전 영역과 관계하기 때문에 언어
화되고 의식 속에서 인지되는 감정(emotion)과는 다른 것이다. 그것은 의식을 거치지 않고 즉
각적이며 자동적으로 신체의 행위를 촉발하는 요소로서 신체의 행동 능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치 증식을 좇는 자본의 주요 포획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이항우, 2019). 겜블링 경제를 배
경으로 삶의 자본화가 지속되는 디자이너 자본주의 시대에 주체를 예속시키는 지배 메커니즘
은 의식적 영역 기저의 잠재적, 전의식적 영역까지 포섭하고 있다. 야고진스키는 디자이너 자
본주의의 미시적 지배는 현실을 생성하는 잠재적 영역에서 작동되고 있으며, 특히 발전된 디
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청각 장치들을 통해 정동을 포획하고 특정방식으로 그것을 변
형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은 3절에서 다루게 될 디자이너 자본주의의 세 번째 측면
인 디지털 기술을 통한 통제 및 정동의 포획이란 특성과 연결된다.

2. 세계 풍경의 미학화, 기호화
디자이너 자본주의의 두 번째 측면은 소비자본주의와 관련된다. 이제 많은 기업들은 생산
라인을 제3세계 등 타지역으로 외주화하고 마케팅, 디자인, 소비자 행동 연구 등 제품에 대한
욕망을 형성하는 장치들에 보다 집중한다. 오늘날의 자본주의에 대한 들뢰즈의 언급처럼 ‘더
이상 생산을 위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상품을 위한 즉 판매나 시장을 위한 자본주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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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ueze, 1993/1990, p.202). 야고진스키는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 발전 단계를 참고하여
생산보다 소비가 중요해진 소비자본주의에서는 ‘지시작용도 참조도 없는 기호’로의 이동이 나
타난다고 말한다. 기호로의 이동은 실제 상품의 본모습 보다 판매되는 제품의 표면, 제품에 부
여된 이미지가 중심이 되었음을 말한다. 야고진스키에게 디자인은 이러한 상품의 기호를 형성
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는 이중 의미를 지닌 혼성어(portmanteau word) ‘de(sign)’으로 이를 나
타낸다. ‘de(sign)’은 기호(sign)에 대한 조작(manipulation)으로서 여기에서 접두사 ‘de’는 제거,
분리, 강화, 반전 등의 영속적 게임을 통해 대상의 실제, 현실을 뛰어넘은 외양, 표면을 형성하
는 과정을 가리킨다(Jagodzinski, 2010d, p.1). 따라서 디자이너 자본주의에서 디자인은 기호를
조작하여 소비를 생성하는 행위라는 의미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의 위대한 역사가 E.J.Dijksterhuis는 ‘세계 풍경의 기계화’로 근대화를 특징지은 바 있
다... 우리는 디자이너 자본주의 아래 정보사회를 형성하는 후기 근대가 ‘세계(wor(l)d)2) 풍경의 미
학화’를 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다(Jagodzinski, 2010d, p.1).

세계의 풍경의 미학화는 ‘욕망하는 눈을 이끄는 대상의 반짝임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표면의
미학’(Jagodzinski, 2008)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은 갖고 싶은 욕망, 충동의 생성을 겨냥한다.
물의 상품화를 다룬 야고진스키의 논문 "The E(thi)co-Political Aesthetics of Designer Water:
The Need for a Strategic Visual Pedagogy"(Jagodzinski, 2007)는 기호화, 미학화된 디자이너
자본주의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가 ‘디자이너 물’이라 부르는 플라스틱 병에 담겨
상품이 된 물은 1980년대 레이건 시대 동안 생산되기 시작했다. 기업들이 나이 들어가는 베이
비부머 세대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사람들의 점증하는 두려움을 자본
화하여 거대한 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한다(Jagodzinski, 2007). 야고진스키는 이 생수
산업을 디자이너 자본주의의 중요한 사례로 꼽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상품이 된 물의 특성에 기
인한다. 생수는 블라인드 테스트로 감별할 수 있는 와인과 달리 맛을 보았을 때 수돗물과 다
른 생수들과의 차이를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탄산의 함유 여부, 특정한 맛을 내는 재료의
가미 여부는 식별 가능한 부분이지만, 생수 그 자체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생수 산업은 실제 상품 그 자체보다 소비 욕구를 불러일으킬 상품의 이미지, 외관, 가격, 마케
팅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마케터들은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고, 밝혀
지지 않은 치료효과나 원산지에 대한 미사여구로 건강에 대한 기대를 높여 다른 생수와 차이
를 부각시키고 상품의 이미지를 ‘미학화’한다. 미국에서 생수 산업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지
만 바다 환경의 오염에 치명적인 플라스틱 쓰레기를 대량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야고진스키는 지시 대상을 벗어난 기호의 세계를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상징으로부터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로고로 이동했다’는 피터 바이벨(Peter Weibel)의 언급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상
황을 디자이너 자본주의와 연결시킨다(Jagodzinski, 2010a). 상징은 지시대상을 갖지만 보드리야
2) ‘wor(l)d’는 야고진스키가 만든 혼성어로서 world와 word를 동시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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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의 기호는 ‘디자이너 물’의 라벨처럼 실제 상품에서 자유롭다. 기업의 브랜딩(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은 이러한 실제와 분리된 기호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브랜딩의 이면을 폭로한 나오미 클라
인(Naomi Klein)은 제품이 아닌 브랜드가 어떻게 진짜 상품이 되는지 추적한다(Klein,
2000/2010). 제품보다 브랜드에 집중하라는 1980년대 경영이론처럼 기업들은 상품 생산과정에
집중하기보다 마케팅, 광고비 예산을 높게 책정하고 스타를 기용하거나 컨셉 중심 광고를 채택하
여 기업 브랜드 이미지의 홍보에 집중했다. 나이키의 ‘Just Do It’처럼 브랜드 컨셉의 광범위한
홍보는 개별 제품을 넘어 소비자에게 기업 이미지로서 각인되도록 하여 수익 증대에 크게 기여
했다. 스타벅스는 커피를 책이나 재즈와 연계시키고 체험을 강조하여 고객과의 유대감을 강조하
면서 브랜드의 몸집을 키워나갔다. 1990년대 후반에는 특정 브랜드가 제품이 아니라 라이프스타
일이며, 가치기준이자, 사고방식이라고 홍보하는 ‘라이프스타일 마케팅(life-style marketing)’이 번
성한다(Klein, 2000/2010). 야고진스키(Jagodzinski, 2010d)는 자신이 볼보사의 차를 구입했을 때
받은 서비스의 사례를 소개한다. 볼보 차를 구매하는 것은 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되는 것이 아니
라 볼보 패밀리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다고 한다. 정중하게 커피를 제공받고, 파티에 초대받고, 겨
울 타이어 보관 서비스까지 받으면서 볼보 패밀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서비스가 소비자로서 흡
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과거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했다면 이제는 브랜드를 구입
하고 브랜드가 가져다주는 체험 또는 브랜드가 제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구매한다. 이제 경험의
디자인, 라이프스타일의 디자인이 요구되는 시대로 이행한 것이다.
기호화된 상품의 세계에서 사물에 대한 체험은 기호를 매개할 수밖에 없다. 운동화를 신는게
아니라 나이키를 신으며, 자동차를 타는게 아니라 볼보를 타고,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라 레미
안에 사는 세계는 단지 그것을 사물로서,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만나던 세계와는 다른 성격의 세
계일 것이다. 기호화된 상품은 늘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압도하는 그 이상의 것을 덧붙
여서 보도록 만든다. 한편, 라이프스타일이 하나의 상품이 된 세계에서 판매되는 것은 색다른
정체성이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체성을 체험하게 하고 거기에서 가치를 추출한다. 야고진스
키는 광고 등 마케팅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채워 마치 소비자들이 그들 자신을 창조하고 있
는 것처럼, 소비자를 창조하도록 한다고 말한다(Jagodzinski, 2010d, p.106). “마케팅은 이제 사
회 통제의 기구로서 우리를 지배하는 파렴치한 종족을 양성하고 있다”(Delueze, 1993/1990,
p.203)는 들뢰즈의 언급은 디자이너 자본주의의 이러한 특성을 경계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3. 디지털 기술과 통제: 시놉티콘과 정동의 포획
정보통신기술의 혁신과 각종 디지털 장치들의 발전은 강력한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우리 삶의
곳곳을 바꾸어 놓고 있지만 그것은 한편으로 디자이너 자본주의의 미시적 지배와 통제를 가능
하게 하는 바탕을 마련해준다. 들뢰즈는 「추신-통제사회에 대하여」라는 짧은 글에서 오늘날의
사회를 통제사회(control society)로 명명한다. 그는 통제사회의 ‘통제의 언어는 숫자로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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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그것이 정보에의 접근 혹은 금지를 결정한다’(Delueze, 1993/1990, p.201)고 보았다. 표
면적으로 자유롭고 열린 사회로 보이지만 통제사회는 네트워크와 각종 전자기기와 0과 1로 디
지털화된 정보들로 허락된 이들만 출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보이지 않는 벽을 형성한다.
과거의 통제가 눈에 보이는 닫힌 공간의 배치로 작동했다면 지금의 통제는 겉으로 자유롭게 보
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영역에서 더욱 세밀하고 지속적으로 행해진다. 야고진스키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디지털 공간에서 숫자로 남겨진 사용자의 활동 궤적들은 기록되어 관리되고 그것은 한
편 상품 판매를 위한 자본의 목적에 활용된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디자이너 자본주의의 통제가
가치추출이라는 또 다른 성격의 통제와 함께 진행됨을 지적한다(Jagodzinski, 2008, p.148).
디자이너 자본주의의 첫 번째 특성에서 살펴본 것처럼 삶 전체가 자본화되면서 공적 영역
에서의 노동과 사적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을 나누는 경계는 사라지고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
간은 자본의 확장 운동에 관여한다. 디지털 기술은 실제적 통제 장치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자본의 가치추출에 일상적 삶의 시간이 투여되는 데 물리적 기반을 형성한다. 우리를 둘러싼
각종 디지털 기기들은 언제든 접속할 수 있는 세계, ‘스위치가 켜졌으나 끄는 스위치는 없는
세계’(Crary, 2013/2014, p.59)를 형성한다. 시선을 끊임없이 낚아채는 빛나는 네모난 창들은
일로부터 분리된 휴식의 시간, 자본화 되지 않는 빈 공간을 궤멸시킨다. 크래리(Crary, 2013/
2014)는 인간 존재의 의미심장한 막간 중에서 작업시간, 소비시간, 또는 마케팅 시간으로 침투
되고 탈취되지 않은 시간은 이제 거의 없으며, 자본화 될 수 없는 잠을 최소화 하고 일주일,
24시간을 깨어있도록 조장하는 ‘24/7 자본주의’ 환경이 당도했다고 말한다.
디지털 기술에 의한 가치 추출은 특히 시각의 주의집중을 자본화한다. 야고진스키는 이미 경
영, 조직, 작동에 핵심이 된 이미지를 제작하는 측면에서 생산이 조직되어가며, 이러한 시각적
인 것의 수용이 일반화된 주의(attention)의 수용을 이끈다고 말한 조너선 벨러(Jonathan Beller)
를 인용하면서 디자이너 자본주의가 주의력을 이용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주목 경제(attention
economy)’란 개념을 창안한 CEO 에릭 슈미트(Eric Schmidt)는 “지배적인 세계기업은 꾸준히
사로잡고 통제할 수 있는 ‘안구의 수’를 극대화하는 데 성공하는 기업이 될 것”(Crary,
2013/2014, p.121)이라 말한 바 있다. 기업들은 눈이 머무는 곳을 추적하는 장치를 통해 시각
이 집중되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해 왔다. 또한 광고나 유튜브 영
상 등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긴 시간동안 해당 영상, 이미지에 시간을 쏟고 주의를 기
울였는지가 그것을 금전적 가치로 수량화 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부분이 되고 있다. 주의집중
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인식적 오류를 일으키는 요소마저도 이용된다. 야고진스키는 키보드
실수로 생성된 듯한 철자 오기 ‘FCUK'가 하나의 로고로 등장한 것은, 소비자의 주의집중이
순식간에 일어나야 하는 ‘일견의 미학(glance aesthetics)’을 잘 보여준다고 말한다(Jagodzinski,
2010a; Jagodzinski & Wallin, 2013).
우리는 눈과 귀를 사로잡는 디지털 장치들에 둘러싸여 있다. 야고진스키는 이러한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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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장치들을 푸코가 감시 장치로서 언급한 판옵티콘(panopticon)이 역전된 상태인 '시놉티콘
(synopticon)'이라 부른다. 시놉티콘은 두 가지 측면을 지니는데 하나는 다수가 확산과 모방을
통해 영향력을 지닌 소수를 지켜보는 곳이며, 다른 하나는 감시 기술과 인구 통제를 통해 소
수가 다수를 지켜보는 곳이다(Jagodzinski, 2010d; Jagodzinski & Wallin, 2013). 한 방향은 리
얼리티쇼나 유명인의 모습이나 다양한 종류의 뉴스를 통해 주의력 또는 정동을 사로잡고, 다
른 한 방향은 흐름을 규제하며 적당한 범주로 신체를 포획하고 조절하게 한다. 디자이너 자본
주의는 시놉티콘의 속도와 강도의 변조를 통해 특정한 방식으로 몸의 정동적 흐름을 형성하고
변화시킨다(Jagodzinski, 2010d). 신체는 이러한 양방향의 시놉티콘의 배치에 중심에 있으며
디자이너 자본주의는 정동의 포획을 통하여 그 자신을 유지한다. 이는 야고진스키가 표현한
것처럼 영화 ‘매트릭스’의 슈퍼컴퓨터가 인간으로부터 전기를 거두어들임으로서 거대 시스템
을 유지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이렇게 디지털 기술은 디자이너 자본주의가 유지되도록 하는 기반이 되고 있지만, 야고진스
키는 이것이 통제와 예속, 정동의 착취를 위한 도구로서만 기능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는
생명력을 포획하는 권력의 기계적 기술과, 권력 작용에 사로잡혀 있는 생명력을 놓아 주는 해
방의 기계적 기술을 구분하고 있다(Jagodzinski, 2017b). 그리고 디자이너 자본주의에 의해 특
정 형태의 회로 내에 갇혀버린 정동, 생명을 자유롭게 할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예술과 연계
된 해방의 테크놀로지에 기대를 건다.

4. 디자이너 주체와 납치된 창의성
디자이너 자본주의의 횡포에 대응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자발적으로 지배에
순응하도록 스스로를 통제하는 주체를 형성한다는 데 있다. 야고진스키에 따르면 “동시대 권
력의 기능은 선험적 사회적 코드화로 처분된 선을 따라 순환하도록 주체를 자유롭게 하여 관
리”(Jagodzinski & Wallin, 2013, p.91)함으로서 작동된다. 어떻게 자유를 통해 통제가 가능할
까. 들뢰즈는 통제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관리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임금의 변조(modulation)를
사례로 들어 설명한다.
...기업은 모든 봉급의 변조를 보다 철저히 부과하면서, 도전과 경쟁과 아주 우스꽝스런 토론회 등
을 통하여 항속적인 안정과 변형을 꾀하고 있다. 공장은 개인들을 하나의 단체, 하나의 동체로 묶음
으로서, 집단의 각 요소들을 감시하는 고용주에게나 집단적 저항을 유도하는 노동 조합에게나 이중
으로 편리하게 되어있었다. 하지만 기업은 불순한 경쟁심을 마치 건전한 것인 양 끊임없이 도입함으
로써, 각 개인들을 서로서로, 나아가 내적으로, 이간질하고 있는 것이다(Deleuze, 1993/1990, p.200).

기업의 급여 방식이 호봉제가 대부분이었던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에게나 어울릴만
한 ‘연봉 협상’이 일반 직장인에게 요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
러나 기업의 경영전략이 통제사회의 ‘변조’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이제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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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기업의 보편적인 급여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기업들은 정기적으로 사원의 업무 수행력,
역량을 평가하여 임금과 승진에 반영하면서 ‘불순한’ 경쟁을 은밀히 부추기고, 기업의 요구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인 스스로를 통제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더 나은 삶에 대한 개인의 희
망을 이윤으로 전환한다. 지독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취업전선에 있어서 이러한 자발적
자기 통제는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기업가 정신’, ‘자기 경영’, ‘자기 계발’ 같은 단어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내면화한 개인들은 기업, 시장의 요구를 자신의 목표로 삼아 스펙을 쌓는 등
경쟁력 높은 상품으로서 스스로를 조형한다. 이렇게 디자이너 자본주의의 질서를 내면화하여
코드화된 선을 따라 움직이는 이가 야고진스키와 월린이 말하는 ‘디자이너 주체(designer
subject)’이다. 디자이너 주체는 업무적 정체성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받아들이며 특정한 자기형성(self-fashioning)을 즐기는데 자유로워진 존재이다(Jagodzinski & Wallin, 2013, p.91). 삶
의 목적을 기업의 요구, 업무적 정체성과 일치시키는 것이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계발하는 주체’에 대한 서동진의 언급과 유사하게,
자유로운 주체로서의 합리적 선택과 결정을 통해 오히려 권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특정 형태의
주체로 자신을 빚어내는 것이다(서동진, 2009).
야고진스키는 특히 교육 분야가 개별 교육 현장에 하나의 중요한 가치로서 창의성을 주입
하여 자발적 통제를 조장하고 디자이너 자본주의를 선동한다고 여긴다. 그가 보기에 교육에서
강조하는 창의성은 단지 디자이너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새로움의 생산인 ‘혁신(innovation)’과
관계되는 것으로 진정한 창의성(creativity proper)이 아니다. 디자이너 자본주의는 지속적 소비
를 유도하는 새로움이 발명되는데 목말라있고, 이 새로움은 새로운 수익을 가져다준다
(Jagodzinski, 2010d). 시장성을 갖춘 혁신과 다르지 않은 창의성에 대한 요구는, 자본화 될 수
있는 새로움의 생산을 지속하고자 하는 권력의 요구와 연결된다. 미술교육학자 올리비아 구드
(Olivia Gude)는 미술교육을 포함한 교육 영역에서 창의성에 대한 열광이 사회적, 윤리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질문하며 ‘점점 더 매력적인 이미지와 산물들을 만들어 냄으로서 충
족되지 못한 열망의 사이클에 사람들을 잡아두는 더 나은 방식을 만드는 능력을 촉진하는 것
의 잠재적 위험성’(Gude, 2012, p.48)에 대해 언급한바 있다. 야고진스키는 자본을 위한 창의
성을 도모하는 교육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는 데서 더 나아가, 교육이 디자이너 자본주의의 요
구에 맞추어 자신의 지향점을 자발적으로 조절, 통제하는 ‘인적 자본’으로서 실용적 창의성을
갖춘 주체를 양산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창의성 함양을 중심 목표로 삼은 교육은 학생의 흥미와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자율적이며 능
동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반성적으로 자기 성장을 추구하는
학습자로서의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교사는 학생의 능동적 성장을 돕
는 멘토로 자리잡는다. 학생의 자발적 성취를 독려하기 위해 유연한 학습 환경을 지향하는 측면
에 대해서 문제삼을 만한 부분이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이는 우리 시대 당연한 가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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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잡았다. 그러나 야고진스키는 이러한 교육이 ‘구별과 차이의 추구를 이용’(Jagodzinski,
2010d, p.157)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살펴본 봉급의 변조와 같이 차이가 성적을 통해 상
징적으로 인식되고 그것이 물질적 가치가 될 때 학생들의 자발성은 스스로 통제되고 조절된다
(Jagodzinski, 2010d).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한 가치가 잘 내면화된 학생들은 자신의 요구에 의
해 성취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플래너’를 꼼꼼히 작성하면서 스스로의 시간을 성적 향상을 위
해 경영한다. 그들의 ‘관심’은 수행평가와 같은 잘 구조화된 평가에 맞추어 정밀하게 조정된다.
타인과 차별화된 성장의 창조적 가능성을 보여줄 다양한 경험이 대학입시에서 새로운 가치로
부각되면서 생활기록부에 남겨질 만한 활동들로 학생들의 ‘흥미’가 집중된다.
야고진스키는 개성 표현과 혁신이 장려되는 디자이너와 같은 비물질노동3)에 있어서 일과
자발적 활동 간의 벽이 허물어지는 상황을 이와 연결시켜 설명한다. 이러한 창의적 노동에 몸
담은 작업자는 보다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열정적 헌신이 요구된다는 점을 내면화하면서, ‘고
용자에 의해 완전히 전용’된 일상적 자유시간을 자발적으로 업무를 위해 제공한다
(Jagodzinski, 2010d). 이러한 과정에는 상당한 자기부정이 잇따르지만 끝없이 자기 스스로를
감독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공부와 놀이의 경계를 허문 학습과정(에듀테인먼
트)은 창의성의 함양과 연관된다고 여겨지며 장려되지만(Jagodzinski, 2010d) 평가와 성적이
물질적 가치가 됨을 전제할 때 그것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감독하는 관리자가 되어 완
전한 자유시간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자신을 통제하게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시장성 있는 창의
성을 갖춘 인적자본을 형성하기 위해, 개별 학습자의 욕망을 촉진하여 성취를 유도하는 방향
으로의 변화를 그는 디자이너 자본주의의 미학화를 반영하는 ‘교육의 미학화’라고 부른다. 그
에 따르면 디자이너 자본주의가 창의성이란 텅 빈 기표 아래 교육의 미학화를 조장하고, 실용
적 창의성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교육에 부과하는 동안, 진정한 창의성은 그것에 의해 강탈당
하고 납치된 것으로 보인다(Jagodzinski, 2010a).

Ⅲ. 디자이너 자본주의 시대와 미술교육
야고진스키는 그의 연구에서 디자이너 자본주의의 ‘디자이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뚜렷하게
확정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앞서 검토한 디자이너 자본주의의 네 가지 양상들과 그가
2010년 단행본 첫머리에 사용한 ‘de(sign)er capitalism’란 표현으로부터 그 의미를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그는 ‘de(sign)’이란 혼성어를 제시하면서 이를 통
해 상품의 표면을 형성하는 기호의 조작 행위를 포괄하여 지칭하려 했다. 여기에서 기호의 조작

3) 비물질노동은 상품의 정보적, 문화적 내용을 생산하는 노동으로 컴퓨터를 조작하고 데이터를 다루는 정보적 노동과
문화, 예술, 유행, 취미 또는 여론 형성 활동과 연관된 문화적 노동이 포함된다(Lazzarato,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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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지 상품의 형태를 고안하는 직업적 디자이너의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디
자이너 물’의 사례에서처럼 상품의 본질과 상관없이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환상적인
스토리를 부여하는 임무를 맡은 마케터들의 업무 전체가 이에 포함될 것이다. 또한 ‘de(sign)’의
대상은 만질 수 있는 사물에 제한되지 않고 스크린의 빛나는 창을 통해 뿜어져 나오는 영상 기
호들을 기획하고, 조직하고, 제작하는 모든 과정들도 고려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시각적이고,
청각적이며, 미각적이며, 촉각적인 모든 유혹적인 기호들이 정동을 촉발하고 소비를 생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밖에도 소비를 창출하기 위해 기호를 형성, 조작하는 업무를 담당한 많은
이들이 ‘de(sign)’ 행위에 가담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들, 기호들을 생산하는 이들이 이
장의 주인공일리 없다. 하나의 직업으로서 디자이너의 기호 조작의 행위는 디자이너 자본주의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들은 자발적으로 개인 시간을 업무에 사용하길 요구받는 창의적
노동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소비 생성의 장 안에 종속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장을 움직이는
것은 기호의 조작으로부터 소비를 이끌어내어 시스템이 영속하도록 만드는 자본의 흐름일 것이
다. 따라서 디자이너 자본주의에서 ‘디자이너’의 의미는 현재의 지배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호
조작의 실제 조정자, 설계자로서의 ‘de(sign)er’를 가리키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개념을 고안하고 사용하면서 그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선 그는 1970
년대 이후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가 행동을 촉발하고 현실을 움직이는 방식을 바꾸어
왔으며, 이것이 미술교육 연구자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술교육 외부로부터의 변화를 그가 심각하
게 다루게 된 데는 서론에서 언급한 사회 학회 활동과 이러한 변화와 관련된 여러 저작들의
영향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외부로부터 강제하는 규율에 의해 지배하
기보다 사고에 침투하여 행동방식을 다스리는 권력의 양상인 ‘통치성’ 및 개인(individual)을
자본의 유용성에 따라 분할 가능한 ‘가분체(dividuals)’로 취하고 변조라는 유연한 권력 작용으
로 지배하는 ‘통제사회’로부터 새로운 자본주의에서의 변화된 지배 메커니즘에 대한 관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Jagodzinski, 2017a). 야고진스키 자신이 고안한 새로운 개념 또한 자발적
예속을 이끄는 권력 작용이란 측면에서 현재의 지배를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디자이너 자본주의 시대는 기술 환경의 급속한 발달을 배경으로 자본의 지배가 삶
전체를 사로잡고 있다는 점, 또 그것이 정동을 포획하여 작동하고 있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
다. 기호의 조작으로 신경중추를 자극하여 소비를 일으키는 환경 속에서 삶의 에너지는 쉴새
없이 자본에 종속되고 있다. 사람들은 제품이나 컨텐츠를 단지 구입하고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있으며, 소비가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으면서 특정 상품의 소비자로서 자신의 정체성
을 확인하고 소비의 확산에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는 삶의 패턴을 형성하기도 한다. 신제품이
출시되기도 전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스파이 샷(spy shot)에 관심이 집중되고, 제품 개
봉기, 사용 후기, 전문적 제품 분석을 글 또는 영상으로 업로드하거나 실어 나르고, 댓글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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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들은 이미 일상적 시간과 에너지를 특정 기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오늘날의 일상적 삶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
세 번째, 디자이너 자본주의 개념으로부터 야고진스키는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한 이
에 종속된 주체를 흔들고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미술과 교육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주
장한다. 미술이 미적 사물로서 개념화되고 미술의 실천 과정이 그것을 완성하는 데 바쳐진다
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는 디자이너 자본주의 시대의 지배 양상을 전제로 미
술이 정동을 움직이고 주체에 어떤 변화를 촉발하도록 작동해야 한다고 여긴다. 야고진스키는
‘arting’이나 사건적, 정치적 예술기반연구와 같은 새로운 개념들을 제시하면서 미술의 이러한
작동적 측면을 강조하려 한다. 또한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이미 성립된 지식을 전수하고, 기존
의 범주를 고수하는 재현적 교육에 반대하고 디자이너 자본주의에 의해 형성된 주체의 특정
회로를 끊어내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교육을 재정향하고자 한다.
미술교육학자로서 야고진스키가 이 시대를 지칭하는 여러 이름들 가운데 굳이 하나를 더 추
가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미술교육 영역의 연구에 오늘날 세
계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이 개념을 사용해왔다. ‘de(sign)’이란 혼성어로부터 다시 생각해 본
다면, 보는 행위가 직접 자본이 되는 세계에서 정동을 움직이는 기호들을 구성하는 작업에 미술
과 미술교육이 깊이 관여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de(sign)’은 미학화된
세계의 기호를 조작, 형성하는 모든 행위에 붙여진 이름이면서 한편으로 응용미술로서의 ‘디자
인’을 지칭하는 이중 의미를 지니고 있다. 소비 욕망을 일으키고 주의력을 사로잡는 기호, 이미
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미술과 미술교육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가 아무리 미술교육의 ‘위기상태’를 주장하며 그것이 디자이너 자본주의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해도 기호의 생성에 있어서 미술, 미술교육의 역할은 달라지기 어려울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진스키는 미술과 미술교육이 디자이너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특정 회로로부터 이탈하도록 하고, ‘눈의 소비주의를 방해하는 급진적 시도’(Jagodzinski, 2010d,
p.2)를 감당할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전환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누군가는 일상을 피폐하게 하는 특정 거대 자본 권력에 의한 지배라는 것이 늘 존재했던 문
제이며 디자이너 자본주의 개념 또한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야고진스키가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본의 지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그것은 특정할 수 있는 현행화된
권력에 의한 지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디자이너 자본주의에 의한 지배 메커니즘은 잠재적
이고 전의식적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것은 내재적 차원에서 미시적으로 작동하면서 ‘코
드화된 선을 따라’ 특정한 방향으로 길들여, 주체가 자유롭게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그 회로
안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그가 동시대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미술교육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배치(Jagodzinski & Wallin, 2013,
p.159)’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디자이너 자본주의가 포획하는 정동과 같은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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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차원을 미술교육 영역에서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야고진스키는 디자이너
자본주의에 의해 길들여지고 포획당한 생명의 잠재력을 해방하는 측면에서 사건적 미술이 기
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변형과 작동의 측면에서 미술과 미술교육을 재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윤리적-정치적 관점이라 할 수 있는 그의 미술과 미술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다루
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그보다 디자이너 자본주의 개념에 내재된 현 시대
에 대한 그의 통찰과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미술교육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해보고자 한
다.
첫째, 동시대 기술 환경을 배경으로 삶의 총체적 자본화가 이루어지고, 주체를 전의식적 차
원에서 길들이는 디자이너 자본주의 내에서 미술교육은 학생들의 세계 지각 및 감각 경험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가 무너지고 일상적 삶에서도 매 순
간 가치를 추출하는 디자이너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은 네트워크에 상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이 스크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든다. 보는 행위가 자본화되는 세계에서 혹은 정동을
포획하여 통제하는 시놉티콘의 세계에서 감각중추는 쉴 새 없이 공격받고 있다. 시각문화 미술
교육은 우리를 둘러싼 미디어를 포함한 시각문화 환경에 대하여 ‘비판적 읽기’를 강조하지만
인지적 차원의 분석과 이해에 머무르고 있다. 인지적 수준에서의 접근은 전인지적 차원을 사로
잡는 지배에 대하여 충분한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야고진스키의 표현처럼 학생들은 그저 고개
를 까딱하고는 같은 동작의 반복을 계속할 뿐이다(Jagodzinski, 2010b). 학생들이 지금의 세계
와 마주하면서 겪는 것들에 미술교육이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현재의 미술교육에서 어떤 측면이 디자이너 자본주의의 지배를 강화하고 지속하게 만
드는 걸까? 또한 이로부터 근본적 전환을 이끌고자 할 때 미술교육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디자이너 자본주의 시대에 미술교육이 어떠한 배치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질문하
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기존 미술교육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며 오
늘날의 세계에 기반하여 미술교육의 방향을 재설정하는데 출발점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미술교육이 강조하는 심미적 표현능력, 시각적 소통능력은 상품과 스크린의 빛나는 표
면을 형성하는데 요청되고, 도구적 창의성은 낯설지만 매력적인 최신 제품과 이미지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한편으로, 변형의 잠재력을 충분히 지닌 작품이라 하더라도 사건적 조우 없이 작
가 개인의 의도나 맥락적 분석에만 집중되는 방식으로 미술교육이 전개된다면 그 어떤 변화도
생산해내지 못할 것이다. 미술과 미술교육을 효과성과 작동의 관점에서 질문할 때 디자이너
자본주의와의 관련성이 조명될 수 있고 전환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디자이너 자본주의가 전인지적 영역에서 작동하고 그것의 포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 중요한 문제라면 미술과 미술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다시 설정되어야 할까? 디자이너 자본
주의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통제하도록 하여 지배한다. 이러한
자발적 통제는 주체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식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특정 형태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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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회로로부터 주체가 벗어나도록 하는데 이성적 논리와 지식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변화는 한
정적일 수밖에 없다. 전인지적, 잠재적 영역에서 작동하는 디자이너 자본주의의 지배 너머로
향하는 미술교육을 상상하는 일은 인지적 측면을 강조해온 이 영역에 어려운 도전을 요청한
다. 미술교육이 기존의 사고를 넘어서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창출하는 데 효과를 가질 수 있
으려면 주체의 이성적 차원을 뚫어내는 미술 자체가 지닌 사건적 힘에 주목해야 할지도 모른
다. 야고진스키는 들뢰즈의 생성과 사건의 철학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면서 이 미술의 힘을 이
론화하고자 했다.
넷째, 미술교육을 포함한 교육영역에서 도구화된 창의성의 한계는 무엇이며 디자이너 자본
주의의 지배를 배경으로 창의성은 어떻게 재정의되어야 할까? 새로움의 창조는 시장이 소비를
생성하기 위해 언제나 필요로 하는 것이다. 소비 충동을 이끌어내는 실용적 창의성에 대한 시
장의 요구는 공적 교육에서 창의성에 대한 강조로 이어져 왔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야고진스
키는 시장에 적절한 새로움을 가져다주는 창의적 사고를 혁신으로 분류하며 그러한 종류의 창
의성은 디자이너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본다. 교육 영역에서 하
나의 가치로서 주입하는 창의성 또한 혁신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디자이너 자본주의 내에서
범주화될 수 있는, 길들일 수 있는 새로움을 생산하는 능력과 결부된다. 미술교육이 디자이너
자본주의의 지배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에 대한 다른 개념화가 필요
할지 모른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범주 내로 가둘 수 있으며 우리의 익숙한 사고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이 창의성이라면 그것은 결코 디자이너 자본주의를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작동
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전에 기대치 못한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기여하는 창의성이란 차라리 이
미 알려진 것, 익숙한 것을 해체하는 배반에 가까운 것일 것이다.

Ⅳ. 결론
야고진스키의 논문에서 자주 발견되는 기존 미술교육 이론에 대한 날선 비판과 선언적인
주장들은 오늘날의 현실에 대한 그의 분석을 전제할 때 접근할 수 있으며, 그가 고안한 디자
이너 자본주의란 개념은 그러한 분석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이 글은 디자이너 자본주의를
그의 논점에 출발점이 되는 개념으로서 파악하고 이를 금융자본주의의 문제 및 삶의 총체적
자본화, 기호가 지배하는 심미화된 소비자본주의의 세계, 디지털 기술과 영상 장치들을 이용
한 통제, 그리고 자발적으로 지배에 순응하도록 스스로를 통제하는 주체 형성의 문제 등의 측
면에서 접근하고자 했다. 또한 디자이너 자본주의의 양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술교육의
기초가 되는 감각, 지각의 차원의 변형, 미술교육과 디자이너 자본주의의 관련성, 자발적인 통
제와 예속을 이끄는 전의식적 지배 속에서 미술과 미술교육의 접근 방향, 도구화된 창의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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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형성하고자 했다. 야고진스키는 오늘날의 현실에 대한 진지한 분석으로
부터 새로운 개념을 창안하고 미술교육 바깥의 장에서 형성된 현재의 조건들이 미술교육에서
의 다루어져야할 문제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드러내 주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등장한 새
로운 자본주의를 배경으로 변형된 세계의 모습으로부터 미술교육을 새롭게 바라보고자 하는
그의 관점은 미술교육 연구 내에서 여전히 낯선 것이지만 미시적, 잠재적 자본의 지배가 우리
의 삶과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디자이너 자본주의 시대의 양상을 토
대로 미술교육에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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