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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21세기 경제적, 문화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글로컬

(Glocal)’ 시대에 기업과 미술관의 문화마케팅 활동 추이를 살펴봄으

로써 앞으로의 기업과 미술관의 협력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문화마케팅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흔히 문화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는 물리적, 기술적 경쟁력

에서 감성적, 문화적 경쟁력의 지향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현 시대는 포스트모더니티(Post

Modernity)이고 문화적 특성의 관점에서 흔히 글로컬(Glocal)시대라

고 한다. 이는 세계화(Globalization)과 문화의 지역화(Localization)

의 영문표기 합성어이다. 즉, 현대는 모더니티(Modernity)의 연장으

로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는 한편, 문화적 지역화와 다원화가

심화되고 문화상대주의가 보편화 되어가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글로컬 시대라는 큰 흐름 속에 점점 규모와 활동

범위가 커지고 있는 기업과 미술관이 상생전략으로서의 글로컬라이

제이션 전략을 추구하는 문화마케팅 활동에 주목하였다. 대표적 사

례로서 미국의 구겐하임 뮤지엄과 UBS의 협업 프로젝트인 ‘UBS

맵 글로벌 아트 이니셔티브’(MAP Global Art Initiative)와, 영국의

테이트 모던과 BP의 협업 교육프로젝트인 ‘BP 아트 익스체인

지’(Art Exchange)를 제시하였고, 이는 세계적 미술관과 다국적기업

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화마케팅의 새로운 전략으로서의 글로컬

협업 프로젝트이다. 이 두 프로젝트는 온·오프라인의 글로벌 플랫폼

(Global Platform)으로서 학생, 교사, 전문인 교육, 비 서구세계의 예

술가 발굴과 순회 전시, 지역 재생 등 국제적 교류와 협력 사업이

주요 활동으로서 기존의 전시 및 기금 지원과는 차원이 다른 세분

화되고 전문화된 문화 마케팅 활동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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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문화 마케팅, 글로컬 시대, 글로컬라이제이션, 기업과

미술관의 협력

학 번 : 2012 - 21231

이러한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

한 국제적 이미지 상승과 신흥시장 개척, 그에 따른 신규고객 창출

을 기대한다. 미술관은 세계적 미술관으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

련하며 또한 서구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신흥국의 미술계에 대한

관심과 교류 증진에 기여한다.

현재 국내의 기업과 미술관은 사례로 제시한 국제적 기업과 미술

관에 버금가는 규모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국

립현대미술관의 10년간 120억 장기 파트너십 체결은 국내 최장기

후원이며 후원금에 있어서도 최고액을 기록하였다. 이는 이제 단순

한 미술관 후원의 틀을 벗어나 세계적 역량을 확보한 기성 작가의

국내 개인전 전시지원과 신진 작가의 창작지원에서 전시로 이어지

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과 미술관의 문화마케팅

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대다

수의 기업과 미술관은 파트너십이라는 피상적 관계에서 단순 작가

지원이나 전시 후원의 메세나 형태 문화마케팅만이 이루어지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제시된 사례와 같이 문화예술 교육이나 온라인 스

페이스를 활용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통합적 프로그램 개발

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과 미술관의 협업사업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기업의 문화마케팅이 글로컬 마

케팅 전략의 일환으로서 활용되거나 다문화 조직 경영을 위한 문화

마케팅으로의 활용 등, 문화마케팅의 확장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

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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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과 목적

기업의 문화마케팅은 진화를 거듭하여, 그들의 제품의 고급화와

차별화를 갖추기 위해 예술을 접목한 아트 마케팅(Art Marketing)1)

에서 문화예술기관을 후원하는 메세나(Mecenat) 유형의 문화 마케

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다. 또한 미술관은

비영리 기관으로서 중앙 정부와 공공의 지원을 받아왔지만 장기적

경기 침체로 인한 지원 삭감과 운영의 민영화 등으로 인해 더욱 능

동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고, 일반 경영학에서 독립적인

영역으로 발전하여 관람객에 오기만을 기다렸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관람객 이해와 분석을 통해 그에 부합하는 프로그

램을 끊임없이 개발 중에 있다.

이러한 기업과 미술관사이의 문화마케팅은 단순한 사회공헌의 형

태에서 벗어나 스폰서십(Sponsorship)과 파트너십(Partnership)의 관

계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파트너십이라는 피상적 관계와 함

께 블록버스터 전시 후원이나 미술관 인프라 확장과 기금 지원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국내의 현실이다. 물론 이러한 전시나 기금 지

원으로 인해 기업은 기업 활동의 용이성 증대와 기업이미지 제고,

그리고 투자유치 가능성 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를 얻긴 하지만 그

효과의 지속성과 문화마케팅의 효용성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더욱

1) 기업과 예술을 연결하는 프로모션의 일종으로 각종 콘서트나 전시회 등을 통한

마케팅을 의미한다. 아트 스폰서십(art sponsorship)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

지만, 스폰서십의 마케팅 전략적 측면보다는 프로모션적 측면이 강조된 개념이

다. 최근 국내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문화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 한정원 『마케팅의 뉴트렌드-문화예술 스폰서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p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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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되고 다각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국제화, 세계화라는 21세기 공통의 경영과제에 있어 기업과

미술관은 더욱 전략적인 마케팅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글로

벌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글로컬(Glocal) 전략을 제시하

고 있다. 기업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은 그 동안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화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 장점은 보유하고 있

는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 가치를 구현하지 못하

고 있다. 기업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과 함께 마케팅 역량을 보유해야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을 목적으로 한다면, 마케팅에서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해야 한다. 순수한 글로벌(Global) 전략인 표준화전

략과 현지화(Local)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표준화와 현지화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전략이 글로컬(Glocal)전략이다. 2)

글로컬 시대에 부합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실행해야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콘텐츠를 이해하고 흡수해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와 결합하는 작업

이 필수이다. 따라서 글로벌 전략이 문화마케팅에 불가분의 관계이

며 문화 마케팅은 글로컬 마케팅에 적용될 때 그 기대효과는 더욱

커진다. 이러한 글로컬 마케팅에서 문화마케팅의 접목은 미술관이

기업에게 아주 좋은 글로컬 전략의 플랫폼이 될 수 있고, 미술관 측

면에서 또한 글로벌 미술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과 21세기

미술관의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상생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기업이 이러한 글로컬 마케팅에 문화

마케팅을 접목하여 미술관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

로서 미국의 구겐하임 뮤지엄과 UBS의 협업 프로젝트인 ‘구겐하임

2) 한충민, 「현지화+표준화, 글로벌 마케팅의 지혜를 찾자」, 『동아비지니스리

뷰』, 83호, 2011.06.15



- 3 -

UBS 맵 글로벌 아트 이니셔티브’(MAP Global Art Initiative)와, 영

국의 테이트 모던과 BP의 협업 교육프로젝트인 ‘BP 아트 익스체인

지’(Art Exchange)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3)

글로컬 시대의 주요 변화를 관찰하고 기업의 글로컬 마케팅 전략

의 성공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미술관

과 다국적기업의 문화마케팅의 새로운 전략으로써 로컬 프로젝트의

당위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미술관에게는 기업으로부터의 재원

조성에 있어 전략적 방안 마련과 글로벌 미술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게는 “기업은 미술관과의 협업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미술관과의 협업의 새로운 전략은 무엇

인가?”, 미술관(문화예술기관)에게는 “기업으로부터의 성공적인 재원

조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계적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어떻

게 수행해야하는가?”라는 궁극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보고,

나아가 기업과 미술관의 파트너십(partnership)과 협력 프로젝트

(collaboration project)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제 2 절 연구 내용 및 구성

본 연구는 문화마케팅의 이론적 고찰과 함께 국·내외 기업과 미술

관의 문화마케팅 협력에 대한 사례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 글로벌

시대 경영전략의 화두인 글로컬 전략의 중요성과 그 흐름에 따른

해외 기업과 미술관의 문화마케팅의 변화, 현황을 분석하여 새로운

문화마케팅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에서는 기업과 미술관이라는 주체에 따라 문화 마케팅의

정의와 유형을 분류한 이론적 이해와 기업의 문화마케팅의 긍정적

3) 사례로 제시되는 두 프로젝트를 본고에서는 글로컬 프로젝트라고 정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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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증명한 여러 통계분석과 실증 연구 결과 등의 선행연구들을

제시함으로써 문화마케팅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또한 국내·외 기업

과 미술관의 지원사례를 문화마케팅 전략별로 정리, 분석하고자 한

다.

제 3 장에서는 글로컬리즘의 출현과 더불어 나타나는 글로컬 마

케팅의 형태와, 기업의 국제경영전략으로서의 글로컬 마케팅, 그리

고 문화마케팅의 접목 등의 글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이론적 이해

와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글로컬 시대의 기업과 미술관의 문화마

케팅의 변화를 예측해 본다.

제 4 장에서는 3장에서 예측한 글로컬 마케팅을 통한 기업과 미

술관의 대표적 사례로 구겐하임 뉴욕과 UBS의 ‘구겐하임 UBS 맵

글로벌 아트 이니셔티브’ 프로젝트와 테이트모던과 BP의 ‘BP 아트

익스체인지’ 프로젝트를 집중 분석하여 이러한 협업 프로젝트의 의

의와 기대 효과를 정리해 본다.

제 5 장에서는 앞 장의 모든 이론적 고찰과 사례 분석을 통해 향

후 기업과 미술관의 파트너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글로컬 시대

문화마케팅의 새로운 전략과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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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화마케팅의 이론과 현황

제 1 절 기업의 문화마케팅

1. 문화마케팅의 개념과 유형

1) 문화마케팅의 정의

마케팅의 영역은 크게 공익 마케팅, 스포츠 마케팅, 지역 마케팅,

국가 마케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 마케팅 영역으로 나뉜다. 기업

의 문화마케팅을 정의하면 문화를 활용하여 소비자와의 관계를 통

해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일련의 마케팅 활동이라 할 수 있다.4)

김소영, 임승희(2012)는 문화마케팅의 주체에 따라, 문화예술인이나

문화예술기관이 주체가 되어 문화예술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활

동인 문화의 마케팅(marketing of the culture and arts)’과 기업 또

는 기타 조직이 주체가 되어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문화를 통한 마케팅(marketing through marketing

the culture and arts)’의 두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흔히 국내에서 문

화마케팅으로 정의되는 것은 후자의 경우로 기업의 문화마케팅이란

기업이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기업 가치(corporate value)를 향상시키

는 활동을 일컫는다.

2) 문화마케팅의 전략과 유형

문화마케팅은 [표 2-1]의 전통적 마케팅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4) 김소연, 권순원, 이연주, 「기업의 문화마케팅 유형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

지』, Vol.2, No.1, 2009, pp.25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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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은 기업이 고객으로 하여금 상품을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행

위,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발견하는 행위 등으로 마케팅믹스의 4P인

제품(Product), 가격(Price), 유통(Place), 홍보(Promotion)를 이미지

나 감성의 강조, 문화프리미엄 부과, 문화 공간에서의 체험 및 감성

마케팅으로 전통적인 틀을 변형하여 문화가 중심 역할을 하며 실천

될 수 있다.

주로 문화마케팅에서 다루는 상품은 서비스이므로 서비스마케팅

의 개념을 빌어 기존의 4P에 사람(People), 물리적 실체(Physical

evidence), 과정(Process)을 추가한 7P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 기

업은 구체적으로 [표 2-2]와 같이 문화마케팅을 전략적인 구도에서

활용할 수 있다.5)

[표 2-1] 전통적 마케팅 4P 6)

[표 2-2] 문화마케팅 전략의 7P 7)

5) 김민주 외 공저, 『컬덕시대의 문화마케팅』, 미래의 창, 2005, pp.216

6) 삼성경제연구소, 「문화마케팅의 부상과 성공전략」, 『CEO Information』, 제

372호, 2002.10.30

7) 김민주 외 (2005), 앞의 책, p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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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문화마케팅은 일반적으로 유형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5S라고 표현한다. 문화판촉(Sales), 문화지원(Sponsorship),

문화연출(Synthesis), 문화기업(Style), 문화후광(Spirit)이 그것이다.

[표 2-3] 문화마케팅의 유형 5S 8)

우리가 흔히 PPL(Product Placement)라고 하는 전략으로도 이해

할 수 있는 문화판촉(Sales)은 문화예술을 광고나 판촉수단으로 활

용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기업 이미지와 연관

시켜 광고, 홍보, 상품판매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지원(Sponsorship)은 기업을 홍보하거나 이미지를 연상시키도

록 하는 방법으로 문화 활동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기업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문화예술분야와 상호이익을 위

한 마케팅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로 대(對) 사회관계를 경영철

학으로 삼고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의 설립지원을 통해 지역사

회의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IBM은 문화지원의 대표기업이다.9)

문화연출(Synthesis)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문화적 이미지를 입혀

타제품과 차별화하는 것으로, 제품과 문화의 일체화가 가장 높은 방

8) 김민주 외 (2005), 앞의 책, pp.217

9) 이지용, 「삼성硏, 상품에 문화를 접목시켜라」, 파이낸셜뉴스, 200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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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패션브랜드 쌈지는 ‘쌈지길’, ‘딸기가 좋아’ 등을 통해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좋아할만한 이미지를 판

다는 목표에 맞게 캐릭터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연상시키는 매장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문화기업(Style)은 새롭고 독특한 기업으로 포지셔닝(positioning)

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기업문화의 정착을 스타일화하는 것이다.10)

문화를 이용하여 기업전체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점에서 문

화연출과 유사하나, 문화기업은 세분화된 상품이나 브랜드가 아닌

기업전체의 이미지를 문화적인 이미지와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문화후광(Spirit)은 국가의 문화적 매력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으

로 국가마케팅이라고 할 정도로 국가이미지 후광을 이용하여 소비

동기를 유발시키게 된다.11)

[표 2-4] 문화마케팅의 적용 범위와 특징 12)

박치완(2014)는 [표 2-4]와 같이 문화마케팅의 5가지 유형에 따라

문화적 적용범위가 좁고 넓음의 연관성과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

다. 문화판촉은 문화예술을 상품중심의 광고나 판촉수단으로 직접적

으로 활용하므로 문화적 적용범위가 가장 좁다고 할 수 있다. 그리

고 문화후광 유형으로 갈수록 상품중심에서 기업중심 그리고 국가

적 이미지를 이용하므로 문화적 적용범위가 점점 확대됨을 알 수

있다.

5가지 문화마케팅 유형 중 성공사례로 문화지원이 주를 이룬다.

10) 김민주 외 (2005), 앞의 책, pp.228

11) 김민주 외 (2005), 앞의 책, pp.230

12) 박치완, 「Local→Global→Glocal’ 맥도널드가 세계를 점령한 공식」, 『동아비

지니스리뷰』, 150호, 2014



- 9 -

삼성전자는 ‘볼쇼이 발레단’과 ‘톨스토이 문학상’을 후원하고 ‘갤러리

삼성’을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LG전자는 해마다 180개의

도시를 순회하면서 ‘LG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5S와 같은 문화

마케팅의 활용방법은 문화마케팅을 실행하는데 있어 단편적인 유형

에 그칠 것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단계별로 활용

할 필요가 있다. 즉, 문화판촉, 문화지원, 문화연출의 조화로운 실천

을 통해 문화기업으로서 발돋움해야 하며 결국 문화후광의 효과까

지 얻을 수 있는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전략적 차원에서

문화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3)

2. 문화 마케팅의 혜택

1) 문화마케팅의 긍정적 효과

기업의 문화마케팅은 문화예술계의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기업 입

장에서도 기업 활동에 유리한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가져온다.

2007년 영국 Arts & Business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마케팅은 직원

의 도덕성 향상, 매체홍보, 타겟 소비자 파악, 커뮤니티 활동 증가,

창의력 증대의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였다. 문화예술을 통해 자사의

철학과 이념을 홍보하는 방식은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효과를 제공

한다. 첫 째, 기업 철학과 이념에 동의하는 소비자들과 일체감을 형

성하게 되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열성 소비자를 창출할 수

있다. 둘 째, 개성 있고 차별화된 기업문화를 표현할 수 있다. 셋 째,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치

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기업과 예술 간의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14)

13) 이동철, 박옥련, 김주희, 이현지 공저, 『글로벌시대 문화마케팅』, 법문사,

2008, pp.114

14) 김소영, 임승희, 「기업의 문화마케팅이 조식성과에 미치는 영향」, 『문화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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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예술지원기업위원회(BCA)는 문화마케팅의 효과를 기업, 지

역, 사회로 확대되는 3단계에 걸쳐 구체화하고 있다. 문화마케팅은

기업측면에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기업이미지 제

고에 기여하고, 종업원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제품의 판매 증가로

기업의 수익을 발생시킨다. 또한 문화마케팅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한다.15)

AFCH(Australian Foundation for Culture & Humanities)와 아더

앤더슨사(Arthur Anderson)가 1999년에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

Making Arts and Culture Work in Business를 보더라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을 기업의 문화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투자의

혜택을 크게 기업정당성(corporate legitimacy), 시장우위(market

advantage), 종업원혜택(employee benefit) 측면의 세 가지로 분류·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의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기업이 문

화예술을 지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 중 기업정당성 측면에서

는 기업이미지 제고가, 시장우위 측면에서는 기업인지도 제고가, 그

리고 종업원혜택 측면에서는 고객과의 관계증진과 같은 네트워킹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의

동기와 효과가 기업이미지나 인지도 같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변

수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16)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문화예술

지원과 비교하여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기업 문화마케팅의

효과는 몇 가지 새로운 경향에서 기인한다. 첫째, 장기적인 파트너

십으로의 전환은 투자개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

요하고, 둘째,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셋째,

연구』 제15권, 제3호, 2012

15) 김민주 외 (2005), 앞의 책, pp.232-233

16) 김소영, 곽영식, 「기업이미지와 문화예술분야 적합도 모델을 이용한 기업 메세

나 전략에 관한 연구」, 『문화경제연구』, 제6권, 제1호, 2003.6, p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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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구분 구성요인 효과변수 이론적 근거

기업 

정당성 

측면

기업활동 

용이성 증대

주주협조 용이성 증대

정부 및 지자체의 협조 획득 용이성 증대

지역시민단체의 협조 획득 용이성 증대

협력업체 만족도 증대

AFCH (1999)

기업 

이미지 제고

기업 평판 증대

미디어에 기업이름이나 활동이 노출되는 

정도가 강화

상표자산의 증가

경쟁사와 차별적인 이미지 창출

Colbert, F. 

etal(1994)

AFCH (1999)

한상훈 (2001)

윤각·서상희(2003)

이종석 (2004)

투자유치 

가능성 증대

투자자의 선호도 제고

투자자의 주식 장기보유 증가

기업의 주식가치에 긍정적 효과

AFCH (1999)

김두이 (2010)

시장

우위

측면

매출 증대
목표시장의 매출증대

목표시장의 구매의도 향상

AFCH (1999)

Gardner and 

Shuman (1987)

전성률(2012)

기업 

인지도 증가

틈새시장에 대한 인지도 제고

제품 사용시도의 증대

제품에 대한 선호도 제고

신규고객 증대

AFCH (1999)

Javalgi 외 (1994)

고객 유지

상표충성도 증대

고객만족도 증대

목표고객에 대한 접근성 증대

우수고객(VIP)에 대한 만족도 증대

AFCH (1999)

A&B UK (2001)

가격 프리미

엄 획득
제품을 고품질로 인식하는 정도 증대 AFCH (1999)

종업원 

혜택

측면

생산성 증대

종업원의 창의적 생각의 증대

이직률의 감소

결근률의 감소

업무효율성 증가

AFCH (1999)

A&B UK (2001)

김선화·이영선(20

11)

직원 

확보유지

종업원 모집 용이성 증대

고급인력의 응시 증대
AFCH (1999)

조직문화 

고양

종업원의 만족도 증가

종업원의 회사에 대한 자긍심 증가

AFCH (1999)

A&B UK (2001)

문화마케팅은 단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업

사회공헌으로 연계된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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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대한 몰입도 증가

Peterson (2004)

Kim et al.(2010)

윤각·류지영(2011)

김소영,임승희(20

12)
네트워킹 직원 간 관계 증진 AFCH (1999)

[표 2-5] 문화투자로서 메세나 활동의 효과 18)

이미 기업의 문화마케팅 활동의 긍정적 효과 및 영향은 다양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해주는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지고 있다. [표

2-5]는 기존 분석 연구 자료들을 종합하여 최근까지 이루어진 실증

적 연구들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문화마케팅 활동이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에 대한 연구에

서는, 김두이(2010)는 문화마케팅 활동이 기업의 주식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고, 윤각·서상희(2003)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기업광고가 기업의 전반적인 이미지와 브랜

드태도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시장우위측

면에서 전성률(2012)은 기업의 문화적 후원 건수가 매출액, 영업이

익, 당기순이익과 같은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규명

하였다. 최근 문화마케팅의 경영전략에 대한 혜택에 관심이 확대되

면서 종업원혜택측면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윤각·

류지영(2011)은 최근 들어 기업의 CSR활동과 자사내부평판이 내부

마케팅 실행요인을 중심으로 임직원들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정(+)

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김소영·임승희(2012)는 문화예술

을 통한 기업의 문화마케팅이 조직만족과 조직몰입을 높이는데 기

여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직원이 문화관람 경험이 많은 경우, CEO의

17) 김민주 외 (2005), 앞의 책, pp.234

18) 양현미, 「기업메세나 운동의 효과 분석」,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6, 김두

이 (2010) pp. 14를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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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마케팅 의지가 높은 경우, 그리고 서비스업인 경우 더욱 큰 것

을 규명하였다.

2)국내기업의 문화마케팅 성과

국내 문화마케팅에 대한 성과는 한국메세나협의회의 『2006년 연

차보고서』와 『2012년 연차보고서』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는데, 이는 AFCH의 문화투자 혜택의 기본 틀인 기업 정당성 효과,

시장 우위 효과, 종업원 혜택 효과 등 세 가지 효과에 대한 성과 평

가로 이루어졌다.

『2006년 연차보고서』의 국내 기업의 문화마케팅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7점 만점 중 평균 5.42점의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대상 기업의 80%가 기업의 문화마케팅이 긍

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응답하였다. 국내기업들의 경우 기업 정

당성 효과가 5.1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장 우위

효과가 4.82점, 종업원 혜택 효과가 4.6점 순으로 나타났다. 19)

항목
부 정

(%)

보 통

(%) 

긍 정

(%)

평  균      

(7점 만점)
전반적인 성과 평가 6.6 13.2 80.2 5.42

기업

정 당 성 

효과

기업 평판에 기여 4.4 16,5 79.1 5.42

5.16
언론을 통한 기업활동 노출 

정도
11 20.9 68.1 4.98

차별적 기업이미지 창출 6.6 26.4 67 5.03
시장

우위 

효과

브랜드 인지도 8.8 28.6 62.6 4.95

4.81고객관계관리(CRM)에 기여 15.4 31.9 52.7 4.58

브랜드 이미지 창출 7.7 30.8 61.5 4.92

종 업 원

혜택 

효과

직원간의 관계 향상 13.2 37.4 49.5 4.58

4.6직원 만족도 향상 7.7 34.1 58.2 4.81

직원들의 창의적인 능력개발 12.1 48.4 39.6 4.41

[표 2-6] 2006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 평가20)

19) 김소영, 『문화기업의 비밀』, 한국메세나협의회, 2005,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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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부정

(%)

보통

(%) 

긍정

(%)

평균

(7점 만점)

기업

정 당 성 

효과

기업 평판에 기여 1.3 30.3 68.4 5.7

5.6
사회적 책임 경영(CSR)에 기여 1.3. 27.6 71.7 5.8
문화예술발전 및 국민 문화향수 

증가에 기여
1.3 43.4 55.3 5.4

시장

우위 

효과

브랜드 인지도 증대 2.6 51.3 46.1 5.1

4.9차별적인 고객관계(CRM)에 기여 3.9 64.5 31.6 4.6

브랜드 이미지 창출 2.6 56.6 40.8 5.0
종 업 원

혜택 

효과

직원간의 관계 향상 1.3 63.2 35.5 4.9

4.9직원들의 사기와 만족도 증가 0 57.9 42.1 5.0

직원들의 창의적인 능력개발 2.6 72.4 25.0 4.7

[표 2-7] 2012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 평가 21)

6년 후 통계인 『2012년 연차보고서』에서도 기업의 정당성 효과

에서 7점 만점에 5.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시장우위 효과와 종업원

혜택 효과가 4.9점으로 동일하게 나왔다. 이는 전년도 보다 세 가지

효과 모두 0.1점 상승되었으며,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활동은 기업

정당성, 시장우위 및 종업원 효과 모두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어진다.22)

시장우위 효과와 종업원 혜택 효과에서 보통이라는 응답 비율이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왔는데, 이는 기업정당성 효과에 치우친 문화

마케팅 활동에 집중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종업원 혜택 효

과의 직원들의 사기와 만족도 증가에서 평균 5.0점, 응답 중 부정이

0%가 나온 것은 다른 항목에 비해 어느 정도의 직원간의 사기 만족

도를 인식하고 있으며, 문화마케팅의 경영전략에 유효함을 인정하는

수치이다.

[표 2-8]에서 2006년과 2012년의 연차보고서의 문화마케팅 활동

20) 한국메세나협회, 『2006 연차 보고서』

21) 한국메세나협회, 『2012 연차 보고서』

22) 한국메세나협회, 『2012 연차 보고서』,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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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측정 결과를 비교해보면, 기업 정당성 효과는 5.16점에서 5.6점

으로 증가 추이가 가장 높고, 시장 우위 효과에서 4.81점에서 4.9점

으로, 종업원 혜택 효과에서는 4.6점에서 4.9점으로 모든 항목에서

개선됨을 나타냈다. 즉, 문화마케팅 효과의 실증적 검증에 의해 문

화마케팅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지고, 이에 대한 기업, 소비자, 종

업원의 만족도 또한 높아졌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

를 보더라도 문화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상승과 다양한 문화

예술 지원 활동의 활용 범위가 확장되었음을 예측 할 수 있다.

0 1 2 3 4 5 6 7

기업 정당성 효과

시장 우위 효과

종업원 혜택 효과 4.9

4.9

5.6

4.6

4.81

5.16

2006

2012

[표 2-8] 국내 기업의 문화마케팅 효과 증가 추이

3. 문화마케팅의 범위의 확산

기업의 문화마케팅은 사회공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

며 문화·예술단체나 예술인을 후원하는 메세나(Mecenat)23)가 그 시

초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업에서 기업 이미지 형성과 마케

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문화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문화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3) 메세나는 로마시대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 시인인 웰기리우스, 호라티우스, 베

르질리우스 등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예술진

흥에 기여했던 가이우스 슬리니우스 마아케나스(Gàius Glinius Maecenas)의 이

름에서 유래되어 프랑스어로 mécénat가 되었고 예술, 문화, 과학에 대한 두터운

보호와 지원을 의미한다. - 김민주 외 공저 (2005), 앞의 책, p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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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화를 활용하여 조직 문화 향상과 조직 내 갈등해소, 조

직원의 창의력 개발 등 조직문화지원을 위한 경영전략 확대를 꾀하

는 기업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실행목적에 따른 대

상으로 살펴보면 사회공헌 전략의 경우 문화·예술단 지원을 목적으

로 하고, 마케팅 전략의 경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경영전

략 차원의 문화·예술 활용은 내부고객 즉,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문화마케팅 범위는 최근 들어 계속 확산되어가

고 있으며, 이에 기업은 문화마케팅을 단순히 사회공헌의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지원이 아닌 문화 투자의 관점에서 이루

어지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24)

[표 2-9]에서 보듯이, 최근 들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마케

팅 단계를 넘어 기업의 또 다른 중요 고객인 내부 임직원들을 대상

으로 하는 인적관리의 도구 및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

도구로 점차 활용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25)

[표 2-9] 기업 문화마케팅 범위의 확산 추이 26)

경영 전략으로서의 문화마케팅은 예술을 통해 내부고객인 직원

24) 전재남, 「企業의 文化마케팅 活動이 브랜드 資産과 信賴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硏究」,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p.7-8

25) 김민주 외(2008), 앞의 책, pp.21-22

26) 김소영, 『창조적 경쟁력을 위한 중소기업 문화마케팅 메세나』, 한국메세나협

회, 2007, pp.18을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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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복지, 새로운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등 내부 마케팅 차원의

문화마케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포스코는 창

조적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포레카(포스코+유레카)’를 개설

하여 창조, 몰입, 재미, 감성과 같은 키워드로 표현되는 새로운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해 직원들에게 미술, 음악 등의 다양한 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직원들의 창의 역량이

향상되고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는 긍정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27)

김소영, 임승희(2012)에서 이러한 기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문화마케팅 조직만족과 조직몰입이라는 조직성과에 대해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한 바 있다. 이는 기업이 내․외부고객

대상 문화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경우 해당 기업의 직원들은

조직에 대해 더 만족하고 더욱 더 조직에 몰입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제 2 절 미술관의 문화마케팅

1. 미술관 마케팅의 개념과 유형

문화예술기관, 특히 미술관은 국가의 공공 기금에 의존하며 자유

경제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보호를 받아왔다. 그러나 해를 거듭

할수록 공공지원금은 삭감되고, 늘어나는 미술관의 수만큼 많은 관

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

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문화예술기관들 사이에서는 문화예술의 미래

관객을 개발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대되기 시작했다.28) 기술과 문화

27) 김소영, 임승희 (2012), 앞의 글, pp.114, 그 밖의 해외와 국내 기업이 미술관을

통해 펼치는 경영 전략으로서의 문화마케팅 사례를 3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28) Kotler and Schaeff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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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달로 인해 전통적 마케팅의 이론들은 재점검이 필요하게 되었

고, 글로벌한 경쟁 체제 속에서 문화의 표적 시장에 대해서도 재정

의가 필요하다.

필립 코틀러(Philip Kotler, 1999)는 비영리 조직을 위한 전략적 마

케팅(Strategic Marketing for Nonprofic Organization)에서, 마케팅

을 기업, 비영리 단체, 정부 조직 등이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에 부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획·개발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고객을 만족케 함으로써, 최대한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

록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29)

이보아(2003)는 미술관 마케팅을 미술관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고

세분화된 관람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수행되는 일련의

행동들을 지칭한다고 정의하였다.

미술관 마케팅은 설립취지에 근거를 두고 미술관 고유의 이미지

와 정체성을 확보하고 이에 맞는 전략적인 방향을 세워나가야 하고

미술관 마케팅 활동의 목표는 미술관의 모든 활동을 활성화함으로

써 미술관의 설립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며, 재정적인 안정을 도모하

고, 대중의 미술관 활동에 대한 이해와 지역 사회 내에서의 미술관

의 위상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관람객의 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 한정된 박물관

내부 자원으로 박물관의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하

여 교육기관, 문화 단체, 정부, 기업 등과의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

다.30)

문화예술기관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로 결정하면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은 6단계를 거친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 단계는 문화

예술기관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29) 김주호, 용호성 공저, 『예술 경영』, 김영사, 2002, pp.103

30) 이보아 저 (2003), 앞의 책, pp.2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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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목적

환경 조사 기관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외부적 조사

조직의 사명 개발 기관의 능력 가치에 대한 내부적 조사

시장 기회 분석 소비자들이 기관에게 바라는 바를 분석

표적 시장 전략
소비자들 중 어떤 집단을 기관이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

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할 것인지를 결정

전략 수행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자원을 획득하고 책임을 할당

평가 전략의 성공 여부를 평가

[표 2-10] 문화예술기관 마케팅 과정 31)

어떤 문화예술기관의 경우, 사명이 기관의 존재 이유가 되기 때문

에 사명을 개발하기 이전에는 환경 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때 기관

의 이상과 가치를 설명하는 사명은 대중의 바람이나 욕구와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영리 단체에서는 시장의 욕구를

먼저 발견하기 위해 환경 조사를 활용하지만, 문화예술기관은 시장

이 어떤 일시적인 욕구보다 문화가 더 중요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

문에 환경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문화예술기관들은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 전략의 어느 부분도 그들에게 적합하

지 않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반대도 사실이다. 그들이 제공하는 문

화상품이 더 큰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더욱 시장

을 분석하고 잠재 소비자들을 표적 시장으로 삼는 데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32)

31) Schnaars, S. P., Marketing Strategy: Customers & Competition, The Free

Press, 1998

32) 보니타 M 콜브 저, 『문화예술기관의 마케팅』, 김영사, 2000, pp.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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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으로부터의 재원조성전략

용호성(2011)은 문화예술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재원조성이 정부나

재단 혹은 개인으로부터 지원 받는 것과는 기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미술관과 기업의 문화마케팅의 형태가 더

욱 진화하고 전략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서로의 가치를 상호 교환하

는 상호 호혜적 거래로서 기업으로부터의 재원조성은 더욱 능동적

이고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지희(2009)는 기업으로부터의 효율적인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는 추진 계획 중인 프로그램의 흥행 가능성과 기업에 대한 마케팅

효용가치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시하고,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반

대급부의 적극적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미술관은 기업의 예술 지원 활동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러한 목적의 실현을 위해 협조할 수 있어야 하고, 기업이 미술관

을 지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어필할 수 있어

야한다. 한국메세나협회에서 조사한 [표 2-11]의 2012년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목적을 살펴보면, 82.9%의 사회공헌전략목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2.6%로 마케팅전략, 4.5%의 경영전략

순으로 2011년과 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사회공헌전략의 세부목

적으로 문화예술단체 순수 지원이 6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마

케팅전략 목적에서는 예술가, 문화예술 행사의 협찬, 후원 목적이

66.7%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순수한 지

원, 후원이 주목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공헌전략에서 두 번째

로 높은 비율을 보인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또는 지역문

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이 10.2%와, 마케팅전략에서의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CRM33) 차원에서 문화예술 혜택 제공 13.8%의

33)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의 약자로서, 고객 관계 관리를 뜻한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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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기업 미술관 기간 지원사업

사회

공헌 

전략

메트리라이

프(Metlife)

지역 내 

미술관

2000년

~

2002년

§ Museum Connections 프로젝트

마케팅 

전략

알트리아 

그룹

(Altria 

Group)

휘트니 미술관 

(Whitney 

Museum)

1967년 

~

§ 1967년부터 지속적 지원 활동

§ 휘트니 필립모리스

§ (Whitney Museum at Philip 

Morris) 설립

IBM

에르미타주 

박물관

(The State 

Hermitage 

Museum)

1998년 

~

§ 에르미타주 가상 박물관

§ 홈페이지 제작에서 지속적 관리 

지원 

§ 피에타(Pietá)상 복원 프로젝트 

유니레버 

(Unilever)

테이트 모던 

미술관

(Tate 

Modern)

2000년 

~ 

2012년

§ 유니레버 시리즈(Unilever Series) 

§ 예술과 어린이 도전(Arts & Kids 

challenge)

§ UISAP(Global The Unilever 

International Shcools Art Project)  

유니레버 국제 학교 미술 프로젝트 

현대자동차

테이트 모던 

미술관

(Tate 

Modern)

2015년 

~ 

2025년

§ The Hyundai Commission

§ 백남준 작품 9점 구입 후원 

(Bakelite Robot, Flux Fleet, Nixon, 

Three Eggs 등)

BP
국립

초상화갤러리

1990년

~

§ 25년 동안 지속적 후원

§ BP Portrait Award : 젊은 인물화 

높은 비율을 인식하여 이에 해당하는 반대급부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3 절 기업의 미술관 지원 현황

1. 기업의 미술관 지원 사례 (해외 미술관 중심으로)

업이 고객 관계를 관리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방법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가

리키는 용어이다. 현재의 고객과 잠재 고객에 대한 정보 자료를 정리, 분석해 마

케팅 정보로 변환함으로써 고객의 구매 관련 행동을 지수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 실현, 수정하는 고객 중심의 경영 기법을 의미한다. -

매일경제 용어사전



- 22 -

(National 

Portrait 

Gallery)

작가들 발굴, 그들의 창작활동 후원, 

수상자들의 전 세계 순회전시 후원

도이체

방크

(Deutsche 

Bank)

도이체구겐하

임베를린

(Deutsche 

Guggenheim 

Berlin)

1997년 

~

§ 1997년 11월 7일 도이체 구겐하임 

베를린 미술관 개관 

§ 작품 구입 지원,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과의 공동 전시 기획

§ 각 지점에 미술품 전시, 미술품을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도구로 활용

현대카드 MoMA
2010년 

~

§ 현대카트 컬처 프로젝트의 일환

§ 팀버튼 전

§ 인턴십 프로그램 : 2010년 7월부터 

3년간 파트너십 체결 

경영

전략

프로그레시

브 보험사

(Progressiv

e Corp.)

-
§ 미술품 구입 및 투자

§ 미술을 통한 직원 경영

[표 2-11] 유형별 기업의 미술관 지원 사례34)

1) 사회공헌 전략으로서의 미술관 지원

기업의 미술관 지원 사례를 지원유형별로 사회공헌으로서의 지원,

마케팅으로서의 지원, 그리고 경영으로서의 지원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첫 번째로 사회공헌 전략으로서의 미술관 지원은 문화마케

팅에서 문화예술지원의 가장 초기 형태의 지원으로 미술관 확장과

기금 지원(patronage)이나 자선적 관점(philanthropy)으로 기업의 박

애정신과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순수한 자선

과 기부형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세계적 보험회사인 메트라이프(Metlife)는 ‘누구나 가까이

34) 강지희 (2009), 앞의 책 pp. 47-64, 지주미 (2013), 앞의 책 pp.32-36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으며, 국내 기업이 해외미술관을 지원하는 사례도 포함하여 정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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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이라는 모토에 따라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

교육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아웃리치 프로그램으로써 운용될

수 있는 박물관, 전시회 등을 개별 지원하는 박물관 지원 프로그램

(Museum Connections)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문화예술 인

프라 간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를 후원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

지 3년에 걸쳐 150만 달러를 지원하였는데, 이 때 메트라이프는 몇

가지 규정을 정하고 지원금을 집행하였다.35) 지원 영역은 문화예술

단체간 협력사업,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에 전문예술인 파견, 예술작

품 직업 구매로 설정했다. 또한 장애인 관람객 지원 설비 확충 사업

(Design for Accessibility)의 일환으로 박물관, 갤러리, 기타 전시회

장에 장애인 관람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관련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핸드북을 제작하여 지역 박물관 및 전시회장

에 보급하고 있다.36)

2) 마케팅 전략으로서의 미술관 지원

알트리아 그룹은 1967년부터 꾸준히 휘트니 미술관의 활동을 지

원해 오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충분한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었던 그

들은 새 사옥 계획을 착수한 1970년 중반부터 이미 미술관 설립계

획을 하고 있었다. 1983년 맨하튼 미드타운 필립모리스 본사의 새

건물에 문을 연 휘트니 필립모리스(Whitney Museum at Philip

Morris)는 완전히 기업의 자본으로 설립된 최초의 미술관이다. 첫

10년 동안은 휘트니 미술관의 방대한 컬렉션들을 보여주는데 치중

했지만, 현재에는 최신예 작가들의 작품을 보여주고 육성하는 프로

그램으로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그리고 전시 이외에 다양하

35) 제한규정: 지원 건당 1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고, 설립연월 기준으로 활동 경

력이 5년 이상이 된 단체에 한하여, 지원 주기는 3년으로 한정

36) http://www.mecenat.or.kr , 한국메세나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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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폭 넓은 프로그램을 주관하면서 뉴욕 미술계에서 독특한 컬렉션

을 갖추고 있다.37) 하지만 기업과 미술관의 파트너십을 통해 효율적

인 미술관 운영을 모색하려다 현재에는 결국 네 개 회사 중 알트리

아 그룹과의 공조 관계만을 유지하고 있다. 38)

IBM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의 설립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문화지원의 대표기업이다. IBM은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미술관의 소장품을 지구촌 어디에서나 온라인으로 관람

할 수 있게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었다. 1998년부터 시작된 세계 문

화재 복원과 문화이벤트를 지원하는 ‘이 컬쳐 프로젝트’(E-Culture

project)와 ‘Hermitage web museum project-1999’는 모두가 누리는

정보기술을 모토로 전 세계에 언제 어디서나 세계의 문화유산을 볼

수 있도록 최초로 시도한 디지털 박물관서비스가 대표적 지원이다.

IBM은 또한 문화유산 복원 및 미술품 유지관리 전문인들과의 네트

워크를 구축하여, 미켈란젤로의 미완성작 피에타상을 재건하는 프로

젝트(The digital Pieta project-2000)를 전개했다. 문화예술계는 물

론 IT업계에도 신선한 충격을 준 이 프로젝트는 자사 기술의 이색

적 홍보기회 확보, 문화예술계가 선호하는 IT업체로 가치상승효과를

통해 문화예술 인프라의 컴퓨터 및 시청각시스템 등의 상품 구매

증가로 이어졌다.39)

테이트 모던과 유니레버의 협력프로젝트인 ‘유니레버 시리즈’는

2000년부터 시작된 초대형 설치미술 프로젝트이다. 테이트 모던의

터바인 홀(Turbine-Hall)에서 진행되어 총 2400만 명 이상의 관람객

이 방문했다. 루이스 부르주아(2000년), 아니시 카푸어(2002년), 올

라퍼 엘리아슨(2003년), 레이첼 화이트리드(2005년), 아이 웨이웨이

37) 특히 미국미술에 한하고 있으며 회화, 판화, 소묘 등의 분야에 현존하는 작가의

우수작을 수집하고 있다.

38) 황경자, 「미술관 운영에서 나타나는 상업화 현상 연구」, 동덕여대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2005, pp.119-121

39) 한국메세나협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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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티노 세갈(2012년) 등 현대미술의 슈퍼스타들이 이 전시를

거쳤다. 유니레버 시리즈 전시의 작품들은 혁신과 창의성을 중시하

는 기업 전략과 맞아 떨어지며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며

문화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밖에 소비자 개발

효과 등 스폰서십 비용의 150%이상의 가치를 창출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직원들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었으며, VIP 고객 이벤

트에 높은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도 도움이 됐다.40)

현대자동차는 2014년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영국의 대표

현대미술관인 테이트 모던과 11년간의 후원 계약을 맺었다. 먼저

2014년 하반기 ‘테이트 모던 백남준展’을 개최할 예정이며, 주요 후

원 프로그램인 ‘현대 커미션’을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최장

기 파트너로서 120억원을 터빈홀에서 현대 미술가들의 설치미술 전

시를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미술관 개관 후부터 2012년까지 매년

터빈홀 전시를 후원해온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사의 ‘유니레버 시리

즈’의 뒤를 잇는 것이다. 또한 후원 계약과는 별도로 테이트 미술관

이 백남준 작품의 9점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기금을 후원하기도

하였다.

BP는 국립초상화 갤러리에 25년 동안 지속적으로 후원활동을 펼

치고 있는 오래된 협력자관계이다. 41)

독일 베를린의 ‘도이체 구겐하임’은 독일의 금융기업인 도이체 은

행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고, 대신 은행명인 ‘Deutsche’을 미술관 이

름 앞에 사용할 권리를 주는 ‘은행+미술관’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경

영방식을 선보이기도 했다. 42)

40) 김나볏, 「유니레버,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얻다.」, 뉴스토마토,

2012.09.24., 본고 pp.64 참고

41) 지원세부내용은 본고의 pp.55-56 참고

42) 김민주 외 (2005), 앞의 책, pp.19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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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 전략으로서의 미술관 지원

앞의 사례처럼 문화마케팅이 사회적 공헌으로서 마케팅 전략으로

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문화마케팅은 일반 소비자를 대

상으로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 직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노동력과 물적 자원의 투자만으로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기업은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

인력을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서 창조경제에서 살아남

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 자동차 보험업계에서

3위를 점하고 있는 프로그레시브 보험회사(Progressive Corp.)가 있

다. 이 회사는 위험도가 높아서 다른 보험업체로부터 가입을 거절당

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을 판매한다는 기발한 발상으로 시작

되어, 위험도가 매우 높은 오토바이 보험에도 진출해서 성공을 거두

었다. 이름처럼 매우 ‘진보적인’ 이 회사의 여러 가지 앞선 서비스

이외에 프로그레시브는 미술작품 컬렉션으로도 유명하다.

CEO였던 피터 루이스는 평상시 접하는 미술작품이 사람들의 상

식과 기존 관념을 깰 수 있는 사고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에 착안

하여, 직원들에게 창의력과 독창성을 향상 위해 매년 5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신진작가들의 혁신적인 작품을 모으기 시작했다. 비싼

유명작가의 작품대신 무명작가의 작품을 300-500점 구입하여 식당

이나 로비 같은 공공장소와 직원이 원하면 그들의 사무실에 원하는

작품을 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회사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고, 미술작품이 회사 분위기와 기업 문화를 서서히 바꾸면서 직

원들의 상상력을 자극한 것이다. 프로그레시브사의 소장품은 현재 5

천여 점에 이르고 미국의 대표적인 현대미술작품 컬렉션으로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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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다. 무수히 많은 상을 받았고, 유명 미술관들도 대여를 요청할

정도로 그림은 회사의 자존심이며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불

어 넣어주는 귀중한 자산이다. 43)

2. 국내 기업의 미술관 지원 현황

지원유형 기업 미술관 기간 주요 내용
사회공헌

전략

현대산업

개발

수원 

아이파크미술관

2015년

완공예정
Ÿ 미술관 건립 지원 

마케팅

전략

SBS

문화재단

국립현대미술관 

(MMCA)

2012년

~
Ÿ 올해의 작가상(Korea Artist Prize)

현대

자동차 

국립현대미술관 

(MMCA)

2014년 

~

2023년

Ÿ MMCA Hyundai Motor Series

Ÿ MMCA 갤러리 아트존

사회공헌 

및 

경영전략

성도GL 공간 퍼플 
2002년

~

Ÿ 지역시민, 예술단체 지원

Ÿ 전시 및 음악, 공연 등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

Ÿ 임직원 문화복지, 직무교육에 

문화예술 활용
마케팅

및 

경영전략

한샘
서울대학교 

미술관 (MoA)
2013년

Ÿ 아시아창의리더십포럼(ACLF)

Ÿ 임직원 포럼 참여, 직무교육 활용

경영전략 대림산업 대림 미술관
Ÿ 임직원 및 해외직원 가족 초청 

행사

[표 2-12] 국내 기업의 미술관 지원 및 협업 사례

국내 기업의 미술관 지원은 대부분 사립 미술관에 해당 기업의

문화재단이 직접적인 재원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국·공

립 미술관의 기업 후원이나 파트너십을 보더라도 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최근 국내 건설사들은 일명 ‘노가다’라는 과거의 딱딱하고 무거운

이미지를 벗어내고, 문화와 감성을 내세우는 ‘문화마케팅’으로서 다

43) 김민주 외 (2005), 앞의 책, pp.2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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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은

음악인재 발굴 육성과 독서경영을 통한 지식 나눔 사업, 그리고 미

술관 건립 기부를 통해 활발한 메세나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44)

또한 현대산업개발은 국내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 건축·토목 역량

을 살려 수원시를 대표하는 미술관 기부활동을 계획 중에 있다. 수

원 아이파크 미술관(가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바

있는 화성행궁 앞 6,400㎡의 부지에 연면적 9,652㎡ 규모로 들어설

예정으로 현대산업개발이 300억 원을 투자해 2015년 상반기 준공

후 수원시에 기부채납 될 예정이다.45)

마케팅 전략으로서의 미술관 후원사례로는 SBS 문화재단과 국립

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상’(Korea Artist Prize)을 들 수 있다. 올

해의 작가상은 역량 있는 작가들이 세계 미술계로 뻗어 나갈 수 있

는 교두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도로써, 1995년 <올해의 작가>전

을 새로운 수상 및 후원제도로 개편하여 2012년에 새롭게 출범했다.

현대미술의 미래적 비전을 제시한 역량 있는 작가와, 작품 활동을

통해 한국 미술의 발전을 도모한 작가를 선정하여 후원하고 전시함

으로써 한국 현대미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한국현대미술

의 경향 및 담론을 주도하고자하는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46)

최근 국내에서 파격적 금액과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한 현대자동

차와 국립현대미술관이 척박한 미술지원 분야에 큰 반향을 일으켰

다. 현대자동차는 한국 현대미술의 세계화 및 대중화를 위해 국립현

대미술관(MMCA)를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총 120억 원을

44) 현대산업개발은 故정세영 명예회장의 인재중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책과 재

능을 기부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독서경영과 지식나눔의 기업문화를 발전

시켜왔고, 2013년 6월 '心PONY'란 이름의 사내 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최근

직원들의 자발적인 책과 재능기부를 통한 ‘심포니 작은 도서관’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했다. 현대산업개발, “책과 재능 기부로 心PONY 만들어간다”, 「IPARK

웹진」, 2014년 4월 22일

45) 김하나, 「현대산업개발, 수원시에 미술관 기부채납」, 한국경제, 2013. 12. 23

46) http://www.mmca.go.kr,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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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후원은 국내 개별 기업차원에서 진행

되던 미술 프로젝트 후원이나 단기간의 문화예술 지원과는 차원이

다른 국내 최초의 10년 이상 장기간 후원금액에서도 최고액으로 평

가되고 있다. 특히 단순한 미술관 후원의 틀을 벗어나 세계적 역량

을 확보한 기성 작가의 국내 개인전 전시지원과 기성 및 신진 작가

의 창작지원에서 전시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 주목

을 받고 있다. 먼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한국 중진작가의 개인

전 개최에 10년간 90억 원을 후원할 계획으로, 매년 1명의 작가를

선정하여 최대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고 수준의 전시를 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경영 전략으로서의 미술관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경영전략만을

위한 문화마케팅을 추구하기보다 복합적 전략을 함께 활용하는 기

업의 사례가 많다. 대표적으로 성도GL은 성공적 문화예술 경영사례

로 꼽힌다.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못지않은 문화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사회공헌 전략으로서의 지역문화재생과 경영전략으

로서의 임직원 문화복지 등의 복합적 전략을 통해 문화기업으로서

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성도GL의 이러한 문화경영은 2002년

김상래 대표가 그의 부친의 경영권을 물려받으면서 본격화 되었다.

2008년 헤이리에 ‘공간퍼플’이라는 복합문화공간을 설립하여 지역

사회의 문화예술지원과 헤이리 오케스트라를 꾸준히 지원해 오면서

문화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경영을

통해 회사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외부 긍정적 평가로 이어지고, 이

에 따라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업무 몰입도 향상

으로 이어졌다.47) 성도GL의 문화경영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중소기업문화대상’을 수여했으며 2000년 20%에 달했던 이직률을 현

재 2-3%대까지 끌어내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48)

47) 신수정, 「성도GL의 문화경영, 고객 직원 지역 간 창조적 소통을 가능케하

다」, 동아비지니스리뷰,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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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디자인가구 기업인 한샘은 2013년 서울대학교 미술관

과 파트너십을 맺고 ‘아시아창의리더십포럼’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대학 미술관의 한계와 폐쇄적 성격을 벗어나 기업의 후

원으로 교육 사업을 진행한 것은 국내에서는 이례적인 지원형태이

다.

국내 또 다른 건설사인 대림산업은 임직원과 해외직원의 가족들

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림미술관에서는 ‘임

직원 가족 초청행사’를 통해 전시 및 공연 관람 등의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예술 체험 행사 등을 구성하여 임직원들의 사기

를 진작하고 직원 가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해외 근무

하는 임직원들의 가족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해외 현장에서 임

직원이 가족에게 보내온 영상 편지를 공개하는 이벤트를 기획하면

서 경영전략으로서의 문화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 기업이다.

3. 국내 기업 문화마케팅 활동 현황과 문제점

[표 2-13]의 한국메세나협회의 2012년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

황 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액은 2011년(1,626억

9천만 원)에 비해 1.5%(24억2천만 원)감소한 1,602억 7천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기업의 문화예

술 지원 규모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되다가,

경기회복과 함께 2012년에 10%의 증가를 나타내며 일시적으로 반등

했지만 유럽 발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면서 2011년,

2012년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국내 기업들

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외부의 경제적 환경요인에 의해 문화예술

지원의 변동 폭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2년 문화예

48) 이승연, 「문화예술 후원 매력에 빠진 중소 중견 기업」, 뉴스천지,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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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지원하는 기업 수가 작년 대비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기업이 증가되었다는 사실은 다

행스러운 결과로 해석되어진다. 49)

Ÿ 뮤지컬은 2007년부터 연극 분야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집계
Ÿ 인프라는 2009년부터 인프라 건립비용 제외, 2011년부터 기업이 운영하는 갤러리 지원사

업을 인프라 운영비로 집계 
Ÿ 미술관의 컬렉션 비용은 인프라 분야의 미술관 운영비용으로 산정
Ÿ 개별기업의 미술품 구입·설치 및 전시 비용
Ÿ 기업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경우, 미술·전시 분야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 갤러리라는 인프

라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분류 

[표 2-13] 연도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현황 2005-2012 50)

하지만 2012년 미술·전시 분야의 지원액은 전년대비 23.4%나 하

락하였고 반면 국악(10.2%), 전통예술(36.3%) 같은 전통문화와 관련

된 분야는 상승세를 보였다. 미술·전시 분야의 하락세는 미술관의

컬렉션 비용을 인프라 분야의 미술관 운영비용으로 산정하고, 기업

의 갤러리 지원사업 또한 인프라 운영비로 집계로 인한 주요 원인

49) 한국메세나협회, 『2012 연차 보고서』, p.68

50) 한국메세나협회, 『2012 연차 보고서』, 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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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상대적으로 근래 전통예술, 국악, 문학의 분

야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기업의 문화예술지원이 더욱 증가

하였으리라 해석되어진다.

강지희(2009)는 국내의 박물관과 미술관의 기업 문화마케팅 적용

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먼저 미술관의 관료

적 조직 구조에 의한 조직 내부의 마케팅 인식의 부재와 제도적 한

계에 따른 경영 자율성과 법적 제재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소장품의 비효율적 활용과 기업에 대한 기부금 세제 혜택의

미비 등을 미술관 내부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국내 기업과 문화마케팅의 협력사례를 살펴보면 단순한 사회공헌

이나 마케팅 전략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파트

너십이라는 관계는 자세히 보면 반대급부를 원하지 않는 문화 후원

의 개념으로 비춰지는데, 이는 협업 프로젝트 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은 재정적 지원만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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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글로컬 시대의 기업과 미술관 마케

팅 변화

제 1 절 글로벌(Global)에서 글로컬(Glocal)로

1. 용어 정의 및 개념

2차 세계대전이후 시작된 세계화의 흐름은 정보화시대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로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여러 분야에서 국가 간의

교류가 본격화되어지면서 개인과 사회집단은 세계 속에서 하나라는

결속력을 가지고 세계를 하나의 인간사회 시스템으로 파악함으로써

국가 중심적인 입장을 취하는 쪽으로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비판

을 받아왔다.

1980년대 이후, 확산되어온 이러한 글로벌리즘(Globalism)은 결국

서구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다양한 문화와 사상을 포섭

하지 못한 채 불균형한 양상으로 흘러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

장한 것이 ‘글로컬리즘(Glocalism)’으로 21세기 주요 화두로 떠오른

글로컬리즘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균형 있는 ‘세계화’를 지향하는,

‘지역’과 ‘세계’가 융합되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51)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52)은 세계화(Globalization)53)과 지

51) 김지혜, 「2011 한-아세아 멀티미디어 공모 전시&세미나 Future Image」, 대

안공간루프 전시 서문 中에서.

52) 한국어로 표기하자면 세방화(世方化)라고도 한다. 소니의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

(Morita Akio)가 만들어낸 신조어이다. 그는 Glocalization을 “사고와 전략은

Global하게 하되 행동과 운영은 Local(현지 실정을 반영하여 수정해야 함)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소니 브랜드는 글로벌 전략 하에 동일하게 하되 제

품을 국가별 소비자 기호를 반영하여 제품의 색상이나 기능에 차이를 두게끔

하였다. 이러한 소니의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은 궁극적으로는 기업경쟁력을 제

고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 김용식 ,포스코경영연구소(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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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화(Localization)의 합성어이다. 글로컬라이제이션은 국가 경계를

넘어 세계가 하나의 사회로 형성되는 현상과 이에 대한 반동으로

민족이나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는 지역화

현상이 병존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고, 글로컬리

즘은 그러한 현상을 역사의 발전적 지향으로 인식하려는 태도를 의

미한다. 최근 21세기의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서 널리 확산되고 있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이란 용어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재계(財界)의 특

수용어에 불과했다. 그것이 1990년 초 경영학, 특히 마케팅 분야의

전문 용어로 자리 잡은 이래 이제는 경제와 정치 분야는 물론 사회

문화적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까지 보편화되었다.54)

특히 마케팅 분야에서의 글로컬라이제이션은 세계화와 지역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영전략을 의미하고, 21세기 기업들의 주요 생존

전략으로서, 세계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현지 국가의 문화를 존중해

야만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중국에서 볼

수 있는 붉은색 바탕의 펩시콜라, 돼지와 쇠고기를 뺀 맥도날드 햄

버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볼 수 있는 남․여 좌석 구분 항공석은

‘글로컬라이제이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55) 다음은 문화적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의 ‘글로컬’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세밀해 분석해 보

고자 한다.

2. 문화적 관점에서의 글로컬라이제이션

Goheen (2008)은 현 시대를 포스트모더니티(Post Modernity)이

고 문화적 특성의 관점에서 흔히 글로컬(Glocal)시대로 표현한다.

53)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에 비해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의 경영전개라는 전략

적 의미가 강하다.

54) 홍순권, 「글로컬리즘과 지역문화연구」, 『석당논총』, 제 46집, 2010, pp.3

55) 매일경제 세계지식포럼 사무국, 「부의 재편-세계지식포럼 리포트」, 매일경제

신문사, 2009, pp.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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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모더니티(Modernity)의 연장인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는

한편, 문화적 지역화와 다원화가 심화되고 문화상대주의가 보편화

되어 가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문화의 가치 관점에서는 아직도 인

간의 자율성과 인간이성 및 경험 그리고 과학주의 중심의 근대주의

가치와 삶의 방법이 계속되는 가운데, 후기근대사회의 감성과 상대

주의, 언어와 해석의 주관성을 중시하는 삶으로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56)

글로컬라이제이션을 문화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면, ‘글로컬리

즘’이란 인간적 삶의 표현으로서의 문화가 생산되는 공동체로서의

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적 관계망을 의미하는 개념이 된다. 한마

디로 ‘세계적인 동시에 자국적인(지역적인) 공간’이 ‘글로벌-로컬 공

간’이며, 이러한 공간의 발전이 바로 ‘글로컬리즘 공간’이다. 이러한

문화 공간을 해석하는 문화이론이 곧 ‘문화-글로컬리즘’이다.57)

제 2 절 글로컬의 마케팅 관점

1. 글로컬 시대 국제경영과 문화마케팅

글로벌화를 추진과 동시에 인터넷과 이동통신이 전 세계를 하나

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현 시대에서 이제 기업이 상대해야할

소비자는 세계적이며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상품기획과 마

케팅활동이 필요하다. 결국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의 성향을 띠고 특

정국가에게서 현지화를 위해 문화예술장르를 활용하는 마케팅활동

을 해나가야 하며 비영리 조직의 입장에서 지역이 중심이 되는 문

화마케팅이란 ‘시티마케팅’, ‘장소마케팅’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56) Goheen, 2008

57) 홍순권 (2010), 앞의 글, pp.2



- 36 -

그 의미는 말 그대로 도시자체를 하나의 상품이나 기업으로 인식하

고 도시에 관한 모든 문화나 생산물(도시의 유·무형의 자산과 산물

(product)들을 자원으로 그 도시의 공공과 민간의 구성원들이 협력

하여 대상 고객인 기업, 주민,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이미지나 제도,

시설들을 개발해 외부에 알리고 상품화함으로써, 도시의 전체적인

자산 가치를 높이는 모든 활동이라 할 수 있다. 58)

글로컬 마케팅 전략은 ‘글로벌 기업의 지역시장 진출’ 또는 ‘지역

콘텐츠의 세계시장 공략’이라는 양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글로컬

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을 ‘세계지역화(Global Localization)’로 이

해하면 기업이 선택한 지역화 전략은 세계화의 연장 또는 강화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준다. 글로컬 마케팅은 ‘로컬(Local) → 글로벌

(Global) → 글로컬(Glocal)’의 단계적 발전을 거쳐 완성된다. 로컬

제품이 인기를 얻어 글로벌 파급력을 지닌 후 다른 지역 문화와 결

합해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59)

2006년부터 맥도날드는 ‘Think Globally Act Locally’가 사훈을 내

걸고 햄버거 하나로 세계를 정복했다. 브랜드와 매장 인테리어, 색

상 등은 동일하게 사용하되 햄버거의 원료인 패티는 각 나라 고객

의 기호를 반영한다. 사우디아라비아 권에서는 남·여 의자를 분리시

킴으로서 소비자의 호응을 얻었다. 우리나라에 진출해서는 미국식

햄버거에 불고기 패티를 넣은 ‘불고기버거’를 내놓았다. 한국인이 전

통적으로 즐겨먹는 불고기를 기존 제품과 결합한 것이다. 이는 전형

적인 글로컬 마케팅이다.

HSBC은행은 “The World’s Local Bank’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영

국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이 글로컬한 다국적 마케팅 전략을 보여준

다.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글로벌 은행의 특성을 보유하면서

도 지역적 환경에 맞는 고유성을 존중하는 영업 전략을 채택하였다.

58) 이동철 외 공저, 『글로벌시대 문화마케팅』, 법문사, 2008

59) 박치완, (2014), 앞의 글



- 37 -

국제거래 고객에게 필요한 신흥시장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차별화

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의 입지조건과 성장

성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상품을 제공한다.

HSBC는 1998년 그룹 소속회사의 명칭을 홍콩상하이 은행에서

HSBC로 통일하고, 로고를 지금의 빨간색과 흰색의 육각형으로 변

경하여 대대적 브랜드 마케팅을 실시하였다. 로컬 인수 기업과 브랜

드 이미지가 결합하여 HSBC의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는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The world’s local bank’의 경영기조가 브랜드 이미지

로 강조되면서 고객에게 강한 이미지를 전달하였다.60)

펩시는 세계 각국에서 활발한 글로컬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중국

의 붉은색 바탕의 캔에 이어, 브라질 정부가 인공감미료 사용을 법

으로 규제하자 펩시는 라임을 콜라에 첨가하고 이를 의인화해 브라

질에 특화된 광고[그림 1]를 제작했다. 또 다른 광고에서는 브라질

전통축제인 ‘카니발’에 쓰이는 삼바 리듬 및 축구와 결합하여 무의

식에 펩시콜라를 각인시켰다.

2. 글로컬 마케팅에서의 문화마케팅 적용

이러한 마케팅적 관점에서의 글로컬 전략은 90년대 경영학에 활

발히 사용되고 있지만 문화마케팅과의 적용에서는 아직 연구가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다.

박치완(2014)은 글로컬 마케팅 실행과정에 있어 문화마케팅의 적

용을 통해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글로컬 마케팅과 문화마케팅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대한 첫 연구를

실시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펩시나 맥도날드 같은 다국적 기업은 로컬 제품들

60) ,「글로벌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전략-Macquarie와 HSBC 사례-」,

『KB경영정보리포트』, 2011년 6월



- 38 -

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성공한 후 개발지역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다시 로컬의 이미지를 채택하는 글로컬 마케팅을 추진한 대표적 사

례이다.

글로컬 시대에 부합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실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과정에서는

해당 지역 콘텐츠를 이해하고 흡수해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와 결합

하는 작업이 필수다. 글로컬 전략이 ‘문화마케팅’ 떨어질 수 없는 이

유다. 문화 마케팅은 글로컬 마케팅에 적용될 때 기대효과가 커진

다. 글로컬라이제이션 효과를 장기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상품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 판촉’, 상품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문화 연출’의

범위를 뛰어 넘어 기업과 국가의 긍정적인 이미지까지 전파하는 통

합적 문화 마케팅 전략으로 나아가야한다. 그 첫걸음으로 ‘글로컬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61)

[표 3-1] 글로컬 마케팅의 전개 방식에서 문화마케팅의 적용 단계 62)

61) 박치완, 「Local→Global→Glocal’ 맥도널드가 세계를 점령한 공식」, 『동아비

지니스리뷰』, 150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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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완 (2014)에서 제시한 [표 3-1]의 글로컬 마케팅 전개 방식에

서는 1-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단계는 지역의 문화 다양성을 반영하여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는

마케팅 소재를 발굴하는 단계이다. 지역 문화의 정체성은 그 집단의

기억, 문학, 전설, 역사 등의 무형의 이야기나 유적, 문화재, 건축물,

경관 등의 유형적 소재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유 무형

의 형태를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발굴 작업을 진행한다. 2단계는 해

당 지역을 나타내는 대표이미지와 상징물을 추출하여 지역색을 잘

나타내는 요소를 추출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통 문양

중 태극, 사신도 등 심벌이나 마크로 직업 활용 가능한 전국 공통의

비주얼 요소를 발굴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임진왜란의 격전지라는

이미지를 이용하기 위해 거북선, 투구, 장검 등의 연상 요소를 사용

해 특정 지역을 홍보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3단계는 스토리텔링

을 부여하여 브랜드 특징을 부각하는 단계로 컨텐츠의 컨셉, 특징,

장점을 나열식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보다는 스토리를 구성해 소비

자가 나름의 상상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심리적 여지를 주는 것이

공감을 얻어내는 데 효과적이다. 4단계는 각 미디어를 통해 마케팅

을 전개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 제품 및 서비스, 기업이미지, 후원

등의 문화 마케팅 요소를 동원한다. 지역의 정체성과 특색을 담은

제품 개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는 다

음의 5단계에 맞춰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전략적으로 판단해

야 한다. 특히 지역 정서, 소비자 세분화,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문화 마케팅의 실행을 다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단계는 소비자

요구를 수용하고 반영하는 피드백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단

계로, 콘텐츠와 상품은 한 번의 시도만으로 단번에 큰 성공을 거두

기 어렵다. 지속적인 수정을 통해 품질을 높이되 소비자 요구를 정

62) 박치완, (2014), 앞의 글, 기존의 글로컬 마케팅의 전개 방식에서 문화마케팅 적

용단계를 정의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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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파악해 적절히 대응하는 피드백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만 급변

하는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63)

제 3 절 글로컬 시대 미술관의 문화마케팅 변화

1. 21세기 미술관의 역할

21세기의 미술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출현으로 인한

미술 분야의 창작과 수용, 소통방식의 변화로 미술관은 다양한 분야

에서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었다.

먼저 작가들의 예술창작뿐만 아니라, 미술계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러한 디지털 신기술과 소통방식을 응용하여 전시행정이나 미술관

경영 등에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사실 컴퓨터와 관련된 신기술의

혁명은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기본적 예술작품의 보존, 전시, 학술적 연구와 교육을 가능하게 해

주는 지적, 문화적 공간이자 사회 교육기관으로서 전통적 역할을 수

행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역시 미술관을 직접

방문하는 관람객에게만 제공되는 제한된 출판, 인쇄물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인터넷의 출현으로 소장품의 내용상의 빈곤이

라든가, 전시 공간적 제약들을 컴퓨터 기술의 확장된 매체로 해결하

고 있으며, 전시내용과 소장품 소개, 연구결과 등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 소개하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술관의 미래 도전중 하나는 다양한 계층

의 방문객이 배우고 싶고, 관심 있는 것을 어떻게 미술관이 경험하

도록 하고 컴퓨터에 기초한 기술로 어떻게 유용하게 할 것인가에

63) 박치완 (2014),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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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64)

두 번째로 이러한 디지털의 발달과 인터넷의 출현은 글로벌 시대

를 가속화시키면서 세계 미술관들에게 더욱 치열한 경쟁을 부추기

기 시작했다. 21세기 박물관과 미술관은 수집에서 경영과 마케팅에

이르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지역 간

또는 국제적인 문화 교류를 시키는 문화적 역할, 문화 향수 기회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회 교육적 역할, 지역이나 국가의 이미지

를 향상시키는 정치적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연계되

어 지역이나 국가의 경제 활성화와 같은 경제적인 역할을 한다. 이

러한 박물관의 역할 가운데 최근 들어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이 경

제적 역할이다. 박물관은 관람객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수익뿐만 아

니라 궁극적으로는 지역이나 국가 경제의 회생에 기여하는 ‘경제적

역할’ 또한 담당하고 있다. 문화 원형 콘텐츠로서, 그리고 동시에 관

광 콘텐츠로서 박물관의 소장품과 전시는 박물관의 재정 확보와 자

생력 확보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나 국가의 홍보 및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며, 더 나아가 작업 창출과 고용 증대로 이어지게

된다.65)

2. 글로벌 시대 로컬 미술관의 마케팅

글로벌 시대의 미술관은 종래의 관습에서 벗어나 미술관 경쟁력

을 확보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고유의 문

화와 언어가 세계의 보편적 언어로 브랜드화 되는 차별화된 미술관

이 되어야하는 것이다.

국내 지역미술관 중에서 포항시립미술관(POMA)66)은 글로컬 미술

64) 이준, 「디지털 시대의 미술관의 역할과 과제」, 『문화정책논총』, 제14집,

2002, pp.88-93

65) 김민주 외 (2005), 앞의 책,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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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목표로 “스틸아트 미술관(Steel Art Museum)”을 표방하며 지

역의 삶·문화·산업·도시정책이 미술관에 녹아 미술관 고유의 정체성

을 창조적으로 확립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립미술관 역시 글로컬한

뮤지엄을 지향하며 서울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대표 미술관이

자 서울 시민들이 애정을 갖고 자주 찾아오는 지역적인 미술관이

되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렇듯 글로컬 전략을 지향하는 국내 미술관

경영과 마케팅은 다양한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치밀한 전략이

라기보다는 이상적 비전에 가깝다.

다음 장에서는 해외 대표 사례로 이러한 글로컬 미술관을 지향하

는 미술관과 다국적 기업의 글로컬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협업 프

로젝트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글로컬 전략을 통한 문화마케팅의

확장 추이 살펴보고자 한다.

6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호동에 위치한 포항시립미술관은 2009년 12월 22일에

개관하여, 연간 20만 명, 하루 평균 700여명 관람객이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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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을

통한 협력 프로젝트 사례

제 1 절 구겐하임 ‘UBS 맵 글로벌 아트 이니셔티

브’(MAP Global Art Initiative)

1. UBS(Union Bank of Switzerland)

1) UBS와 현대미술

UBS는 1854년에 설립되어 스위스 뱅크 코퍼레이션과 병합하기

전 기업인 유니언 뱅크 스위스(Union Bank of Switzerland)의 약자

이다. 1998년 6월 스위스 연방은행과 스위스 은행의 합병으로 탄생

한 스위스의 금융그룹으로서 스위스 바젤과 취리히에 본사를 두고

있고, 시가총액과 영업이익률에 따르면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

이다.

스위스에서 소매 및 상업 은행에서 시장 선두주자이며, 글로벌 자

산 관리, 글로벌 투자 은행, 그리고 세계최대 자산 운용사로써 또한

선도적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50개국에 걸쳐 주요 금융 센터가 있

으며, 60,000명의 - 미국 35%, 스위스 36%, 나머지 유럽 17%, 아시

아 태평양지역 12% -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다. 그룹의 운영구조는

기업 센터와 다섯 사업 부문 – 투자 은행(Investment Bank)부문,

웰스 매니지먼트(Wealth Management), 글로벌 자산운용(Global

Asset Management)부문, 웰스 매니지먼트 아메리카(Wealth

Management America), 리테일 & 기업(Retail & Corporate) -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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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 67)

UBS는 창사 아래 지속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해왔으며 이는

모든 활동에 고객이 중심이 있기 때문이다. UBS는 고객을 최우선으

로 고객의 관심사를 이해하고자 하였고, 고객의 상당수가 미술에 열

렬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에 따라 UBS는 고객들이

역동적 현대미술계에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주

요 현대미술 스폰서쉽 활동으로는 UBS 아트 컬렉션(UBS Art

Collection), UBS 아트 컴피턴스 센터(UBS Art Competence

Center), UBS 아트 포럼(UBS Arts Forum)등을 오랫동안 운영해오

고 있다.

먼저 UBS 아트 컬렉션(UBS Art Collection)에서는 35,000점 이상

에 이르는 대규모 예술작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품의 범위가 1960

년대부터 현대까지, 신흥작가부터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나

토마스 러프(Thomas Ruff) 같은 지난 50년에 걸친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위주로 그 시대 사회와 정치, 경제발전을 가장 잘 반영했다

고 여겨지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수집하고 있다.

또한 아트 컴피턴스 센터(Art Competence Center)의 운영을 통해

고객에게 미술시장에 대한 지식과 모든 미술 관련 이슈들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스페셜리스트를 제공한다. 고객(구매자, 판매

자, 또는 관찰자)들로부터 복잡한 세계 시장에서 가이드 역할을 해

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객관적 분석을 기초로 UBS의 고객이

소장품을 잘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UBS는 고객 이외에도 현대미술 현장에 종사하는 예술가 또는 교

육자, 전문가들의 활발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UBS 예술포럼

(Arts Forum)을 기획․진행하고 있다. 아이 웨이웨이(Ai WeiWei),

맷 멀리컨(Matt Mullican),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Hans Ulrich

67) http://www.ubs.com UBS 홈페이지, 2014년 2월 4일 최종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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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st), 프란세스카 본 하브스버그(Francesca von Habsburg), 유코

하세가와(Yuko Hasegawa)들이 참여하였고, 패널 토론, 강의와 워크

샵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한 의사소통과 열린 대화를 지향하고 있다.

볼프와 툰 스위스, 프랑크푸르트, 카셀, 뉴욕, 베니스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다.

UBS의 스폰서십의 주요활동으로는 Guggenheim UBS MAP

Global Art Initiative, Art Basel, Foundation Beyeler, Nouveau

Musée National de Monaco, Swiss Institute Contemporary Art

New York, Art Gallery New South Wales 등, 미술관과 갤러리 또

는 미술교육기관과 협력을 볼 수 있다. 68)

1994년부터 아트바젤(Art Basel)의 글로벌 리드 파트너로서 UBS

는 1999년 파트너십을 무기한 연장하였고, 2001년 마이에미 비치 아

트 바젤에 이어 최근 홍콩의 아트바젤의 파트너가 되었다.69) 아트바

젤은 바젤, 마이에미 비치, 홍콩에 위치한 근현대 미술작품에 대한

세계 최고의 아트 쇼의 무대이다. 주최 도시와 지역에 의해 기획된

각각의 아트쇼는 갤러리의 참여와 미술작품 발표, 지역 기관과의 협

업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게다가 세계의 주요 갤러리 전시는

시각예술에 최신 트렌드와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 영감 등

을 제공한다. 70)

68) UBS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문화예술 스폰서십 활동은 아트 바젤 – 홍콩

(Art Basel in Hong Kong), 구겐하임 UBS 맵 글로벌 아트 이니셔티브

(Guggenheim UBS MAP Global Art Initiative), 뉴사우스웨일즈 아트 갤러리(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베이징 음악 페스티벌(Beijing Music Festival), 시

드니 씨어터 컴퍼니(Sydney Theatre Company) 등이 있다.

69) 아트 바젤 홍콩은 2009년부터 도이체 뱅크가 5년을 기한으로 후원을 하고 있

다.

70) https://www.ubs.com, UB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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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BS 문화재단

UBS 문화재단은 예술가, 학자 그리고 사회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

성을 위해,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해 힘쓰고 있는 기관이

다. 특히 예술적, 문화적 창의성과 성과의 중재를 장려․홍보하고

스위스의 국가적 문화예술 부흥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 내에

서 UBS 문화재단은 스위스의 예술가와 학자들과 스위스에 거주하

는 외국 예술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스위스에 초점을 맞춘 전문가들

의 문화적 프로젝트와 스위스에 있는 미술관이나 문화역사적 박물

관에 뛰어난 작품과 유물을 보유하는데 힘쓰고 있다.

또한 시각예술(Visual Arts), 문화유산보존과 고고학(Heritage

Coservation & Archaeology), 영화(Film), 문학(Literature), 음악

(Music), 인문학과 사회문화(Humanities & Cultural Sciences)에 대

한 다양한 분야에 보조금(Grant)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사회, 문화, 미디어 현실을 반영하는 현대미술을 작업하

는 내국 또는 외국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예술가

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효율적 지

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주로 현대미술작가의 창의적 작

품, 혁신적 접근 방식을 적용한 국내외 작가, 그리고 미술관이 예술

성, 미술사적 관련성, 공공의 잠재성을 지닌 뛰어난 작품을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71)

국내 UBS지사에서는 2006년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소외지역 아동

을 위해 도서 지원 사업을 전개하였다. 총 7개 지역을 시작으로 매

년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며 신간도서 500여권과 UBS 임직원

71) 스위스 국적이 아닌 작가나 스위스 장기 거주의 해외작가, 트레이닝 중인 작가,

컨퍼런스나 예술 이벤트 같은 전시나 활동, 카탈로그나 기념논문집, 연구자료 등

의 출판 등은 지원비대상기준으로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

https://www.ubs.com, UBS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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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보조 횟수
총 보조금

(스위스프랑 CHF)
총 지원금(원)

시각 예술 13 160,000 181,817,600
문화유산 보존 및 고고학 10 178,000 202,272,080
영화 7 150,000 170,454,000
문학 16 150,000 170,454,000
음악 18 150,000 170,454,000
인문학 및 문화사회학 12 146,000 165,908,560
통학문적 및 그외 20 414,000 470,453,040

총계 96 1,348,000 1,531,813,280

년 보조 횟수
총 보조금

(스위스프랑 CHF)
총 지원금(원)

2012 99 1,324,500 1,505,108,820
2011 86 1,013,000 1,151,132,860
2010 83 1,125,500 1,278,973,180
2009 85 1,030,153 1,170,624,663
2008 119 1,555,500 1,767,607,980
총계 472 6,048,653 6,873,447,323

들이 별도로 기증하는 도서와 관련 도서콘텐츠 프로그램을 지원한

바 있다. 2007년에는 아름다운재단의 제1회 비영리컨퍼런스(The 1st

Nonprofit Conference)를 후원하기도 하였다. 도서 지원 사업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목적이고, 비영리 컨퍼런스 지원은 한국사회 공익

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공익적 투자임을 밝혔다. 72)

[표 4-1] 2013년 UBS 문화재단 보조금 지원 현황

[표 4-2] 2008-2012년 UBS 문화재단 보조금 지원 현황 73)

[표 4-2]의 UBS 문화재단의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보조

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문화재단의 15-20% (1만-1.5만 스위

스 프랑)에 달하는 보조금으로 지급되며, 500여건의 보조금 제안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74) 시각예술에 해당하는 분야가 음악, 문학

에 이어 보조금 건수와 금액이 높게 나타났으며, 2008년에 비해

2009년부터 보조금 지원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은 유럽의 금융위기

로 인한 위축으로 예상되며, 2011년을 기점으로 2012년 99건,

72) http://www.beautifulfund.org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73)https://www.ubs.com 홈페이지, 환율은 2014년 6월 9일 16시48분 23회차 기준으

로 적용하였음.

74) https://www.ubs.com UBS 홈페이지, 2013년 8월 5일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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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500.00 CHF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3년 UBS 문화재단 연차보고서에서 비주얼 아트에 대한 UBS

문화재단 보조금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보조금 변화 추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보조금 비율에서 음악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그다음 통문학적 부문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며, 세 번째로 비주얼 아트의 보조금 비율이 높다. 하지만 2008년

이후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국내 사정과 마찬가지로 문화재

보존과 고고학 분야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보조금도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2.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

1) 구겐하임 미술관 경영

솔로몬 R. 구겐하임 재단은 1937년 뉴욕주립대학평의회(New

York State Board of Regents)로부터 교육단체로 인가, 설립되었다.

본 재단은 현재까지 교육 단체로서의 지위를 영위하고 있으며, 교육

과 관람객 참여라는 두 가지 가치에 근간을 두고 있다.

20세기 이후 나타난 박물관 현상 중 하나는 재원에 대한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과 관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하게 되었

고 이와 병행해서 창조, 현대화, 팽창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현

재 전 세계 박물관과 미술관 가운데 경영혁신으로 가장 주목을 받

고 있는 곳은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Solomon R. Guggenheim

Museum)이다. 뉴욕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휘트니

미술관(Whitney Museum of Art)과 함께 미국 현대 미술관의 ‘Big

3’로 불리며 한해 7백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유치하는 솔로몬 구겐

하임 미술관은 현대적인 경영 방식과 공격적인 마케팅, 그리고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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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심을 유인할 수 있는 대중성 높은 참신한 전시의 기획과 운영

을 구사하는 대표적인 미술관이다. 글로벌 미술관75)을 지향하며 단

순히 전시 횟수나 소장품의 증가 또는 미술관의 세력 확장이 아닌

대중을 향한 미술의 발언권을 보다 강화하고, 방대한 소장품을 윌드

투어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국제 마케팅’을 추구한다.76)

2) 구겐하임의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활동

구겐하임 재단은 국제 커뮤니케이션과 상호 문화 교류를 목적으

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매년 구겐하임은 그들의 영

구 소장품을 다른 뮤지엄이나, 문화기관, 세계의 정부 기관에 빌려

주고, 세계적 파트너와 함께 공동 전시회를 통해 폭 넓은 관람객을

유치하고, 넓은 문화 담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 협업사례는 BMW Guggenheim MAP, Guggenheim UBS

MAP Global Art Initiative, the Robert H. Ho Family Foundation

Chinese Art Initiative, YouTube Play 등이 있다.

5년에 걸쳐 구겐하임은 전 세계 80개 이상의 뮤지엄과 전시회를

기획하였다. 최근 특별 순회 전시인 ‘Cai Guo-Qiang: I want to

Believe’은 뉴욕을 시작으로 베이징의 중국미술관(National Art

Museum of China)에서 2008년 올림픽 게임에 맞추어 문화 올림피

아드의 일원으로 전시회를 가졌다. 2009년 ‘Anish Kapoor:

Memory’ 전시는 도이체 뱅크 시리즈로, 도이체 뱅크와 구겐하임 재

단에 공동으로 기획하였으며, 동시에 다른 주제의 전시회를 도이체

구겐하임에서 발표하였다.

75) 소호 구겐하임, 라스베거스의 구겐하임-에르미따쥬, 스페인의 빌바오 구겐하임,

독일의 도이체 구겐하임, 베니스의 페기 구겐하임의 범 세계적 박물관 네트워크

구촉과 함께 최근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로, 타이완 타이중, 영국의 에딘버러

지역에도 진출을 고려중에 있다.

76) 김민주 외 (2005), 앞의 책,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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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구겐하임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동영상 커뮤니티

인 Youtube와 함께 ‘YouTube Play’를 작업하였는데, HP와 인텔이

공동으로 발표한 ‘A Biennial of Creative Video’는 온라인 비디오의

무한 확장영역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의 작품을 발굴하고 보여주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다.

2011년 8월의 BMW Guggenheim LAB은 Solomon R.

Guggenheim 재단과 BMW그룹은 뉴욕에서 공식 출범하여, 중요한

도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미래 도시 상을 제안하고자하는

살아 움직이는 도시 연구소이다.77) 이 프로젝트는 3가지 주제, 2년

의 주기, 3개의 대륙과 총 3개의 BMW 구겐하임 랩에서 향후 6년간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전 세계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

들과 함께 하면서 도시생활에 맞는 미래지향적 컨셉과 디자인에 대

한 영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랩 자체는 이동식 구조

물의 형태로 설치, 해체, 및 재설치를 하는 방식으로 북미, 유럽, 아

시아 3개 도시를 순회한다. 워크숍, 토론회, 퍼포먼스 및 기타 공식

비공식 모임 등 주제와 연관된 장소 특정적 이벤트와 교육프로그램

들로 구성되어 있다.

3. 구겐하임 UBS 맵 글로벌 아트 이니셔티브

1) 프로젝트 개요

구겐하임 UBS 맵 글로벌 아트 이니셔티브는 2012년 4월, 세계적

금융회사인 UBS와 솔로몬 R. 구겐하임 재단이 함께 장기 파트너십

을 맺고, 2013년을 시작으로 5년에 걸쳐 진행될 이 프로젝트는 1단

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2013-2014), 2단계 남미 지역

77) http://www.guggenheim.org 구겐하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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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5), 그리고 3단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을 순회할 예정

이다.78) 3지역에서 3회에 걸쳐 총 9회의 전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지역의 미술, 미술가, 큐레이터, 관람객을 교육프로그램, 온라인

활동, 전시, 컬렉션을 통해 문화적 소통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

행한다. 미술로 그리는 세계 지도(Mapping the world through art)

라는 비전을 가지고, 현재 전 세계를 관통하는 다양한 문화적 흐름

에 부응하여, 예술 활동을 통한 콜라보레이션은 창조적인 교류를 촉

진하고, 국제적 현대미술에 대한 시각을 확장시키고자 진행하는 프

로젝트다. 크게 큐레이터 레지던시, 국제 순회 전시, 성인과 청소년,

가족, 교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하고 구겐하임의 영구 소장

품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표 4-3] 구겐하임 UBS 맵 글로벌 아트 이니셔티브

참여국가 및 순회전시79)

78) 현재 2단계 남미지역 전시가 뉴욕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2014년 6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시 중에 있다.

79) 3단계 중동·북아프리카 (Middle East & North Africa)는 2015년 – 2016년 사

업으로 기획 중에 있다.



- 52 -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부관장인 킴벌리 카나타니(Kim Kanatani)80)

는 “작가, 큐레이터, 지역사회 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연결함으로

써, 현대미술을 토론하고 전시 및 수집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마련해 다양한 문화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

다.”라고 이 프로젝트를 설명하였다.

2) 프로젝트 주요 활동

구겐하임 UBS 맵 글로벌 아트 이니셔티브는 크게 전문인과 일반

인 교육 프로그램과 글로컬적 전시교류를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으

며, 이 모든 활동들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넘어 정보와 참여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제공된다.

특히 UBS 맵 아트 이니셔티브 프로젝트가 다른 협력 프로젝트와

차별화 되는 주요 활동은 ‘큐레이터 전문인 양성 프로그램’이다. 물

론 이런 비슷한 큐레이터 교류 프로그램이 여러 미술관에서 진행되

었지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획과 구성은 그리고 규모측면81)에서

차별화 될 만하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1, 2, 3단계 지역마다 한 명씩

큐레이터를 초청하여 2년간 뉴욕에 거주하면서 구겐하임 미술관과

협력하여 큐레이터가 속한 해당 지역의 두드러진 문화적 관행과 지

적 담화를 끌어내는 새로운 작품 또는 최근 작품들을 발굴, 선별하

고, 전시를 기획하게 된다. 이 전시는 순회 전시 형태로 뉴욕 구겐

하임 미술관을 시작으로, 전 세계를 순회하고 전시가 끝나면 구겐하

임 미술관에서 영구 소장하게 된다.

80) 킴벌리 카나타니는 1981년부터 미술관 교육에 매진해 왔으며, LA현대미술관

교육부 부 디렉터(1988년-94년)와 디렉터(1994년-2001년)로 근무, 2001년부터 솔

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 교육부 대표를 역임했고, 현재 솔로몬 R. 구겐하임 재

단 부관장이자 게일 엥겔버그 교육 담당 디렉터이다.

81) 신흥국에 해당하는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미지역,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총

26개국(3단계 국가 제외)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글로벌 프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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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전시 큐레이터로는 여성 큐레이터 준 얍(June Yap)82)이

해당 지역의 명망 높은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추천으로

선발되었다. 준 얍은 현재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2년간 레지던

시(Residency) 생활을 하였다. 싱가포르 출신의 큐레이터, 준 얍은

싱가포르 현대미술연구소(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 in

Singapore, ICAS) 싱가포르미술관(Singapore Art Museum)등을 포

함 현대미술관 큐레이터로 6년간 재직했으며 독립 큐레이터로 4년

간 활동한 바 있다.

2단계 남미지역의 큐레이터는 파블로 바라(Pablo León de la

Barra)83)가 선발되었는데, 남미지역의 현대미술을 집중하여 전시를

기획하였다. 그는 영국, 미국, 멕시코에서 전시기획, 국제적 심포지엄

강의 등 국제적인 무대에서 다양한 이력을 쌓은 큐레이터이다.

1단계 해당 지역인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전시는, ‘No

Country: Contemporary Art for South and Southeast Asia’ 라는

제목으로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출신 현대미술 작가 16명84)의 작품으로 구

82)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통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여러 작가들과

작업했으며 최근 2011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를 위해 싱가포르 작가 호 추니엔

(Ho Tzu Nyen)의 전시회를 기획한 바 있다. 지난 4월부터 준 얍은 이번 프로

젝트의 연구 대상에 대한 지리적 범위 설정을 위해 구겐하임 큐레이터들과 함

께 작업하고 있다. 준 얍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

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등 남아시아·동남아시아 지

역 내 다양한 국가들을 여행하면서 이 국가들을 대표하는 주요 작가 및 예술운

동, 콜라보레이션, 창조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탄생한 새로운 작품과 최근 작품

들을 선별, 뉴욕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2013년 2월에 시작된 현 전시

회의 토대를 마련했다. 뉴욕 전시 일정이 끝나면 홍콩, 싱가포르 등 다른 2개 지

역에서 순회전시를 가질 예정이다. - 국립현대미술관, 「새로운 미술관의 경영

전략과 미술관교육」,『2013 전문가 초청 워크숍』, 2013.

83) 1972년 멕시코시티에서 출생, 런던에 있는 Architectural Association에서 역사

와 이론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지난 10여 년 동안 다수의 전시를 기획하

였다.

84) Bani Abidi, Reza Afisina, Poklong Anading, Sheela Gowda, Shilpa Gupta,
Amar Kanwar, Vincent Leong, Tayeba Begum Lipi, Tuan Andrew Nguyen,

The Otolith Group, Sopheap Pich, Navin Rawanchaikul, Norberto Roldan,

Arin Dwihartanto Sunaryo, and Tran Lu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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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다. 2012년 2월22일부터 5월 22일 석 달간 구겐하임 뉴욕을

시작으로, 2013년 10월 30일부터 2014년 2월 16일까지 홍콩의 The

Asia Society Hong Kong Center에서 전시회를 마쳤으며, 싱가포르

의 Centre for Contemporary Art(CCA)에서 2014년 5월 10일부터 7

월 20일까지 전시 하였다. 반사와 만남, 교차성과 이중성, 다양성과

분열, 화합을 위한 열망과 커뮤니티의 4가지 주제로 지역의 복잡한

미적, 경제적,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지역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큐레이터 파블로 바라가 구성한 2단계 남미(Latin America)지역의

전시 ‘같은 태양아래(Under the Same Sun: Art from Latin

America Today)’ 는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2014년 6월 13

일부터 10월 1일까지 개최한다. 이 전시는 16개국에서 37명의 작가

가 참여하여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구겐하임 UBS 맵 글로벌 아트 이니셔티브의 온라인 서비스는 본

연구의 주요 참고자료가 되었을 정도로 프로젝트의 목적, 아키이빙,

관련 뉴스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용객들에게 제공되

고 있었다. 특히 구겐하임 미술관의 각 부서 담당자들이 동영상을

통해 프로젝트를 소개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그

들의 열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순

회전시 일정 및 장소와 참여 작가들의 자세한 정보 제공, 그리고 전

시 작품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온라인 갤러리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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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테이트 모던 ‘BP 아트 익스체인지’(Art

Exchange)

1. BP와 문화·예술

1) BP 기업소개

BP PLC.는 1909년 윌리엄 녹스 다시에 의해 설립되어 현재 영국

최대의 기업으로,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다국적 에너지 기업으로 런

던에 본사를 두고 있다. 시가총액으로는 세계에서 6번째, 수익으로

는 세계 5번째로 큰 회사이다. 1962년에 비욘드 페트롤륨(Beyond

Petroleum)로 불렸던 BP는, 1999년 미국의 아모코(Amoco)를 흡수

합병하여 BP Amoco로 회사명을 변경함으로써 세계적인 석유회사

로 발돋움하였다. 2000년 2월에 다시 아코(ARCO)를 흡수함으로써

엑슨-모빌에 이어 세계 제2위의 민간 석유회사가 되었다. 계열사로

는 편의점 브랜드인 am/pm과 윤활유 제조업체이자 롤스로이스 지

정 윤활유 회사인 캐스트롤 등이 있다. 85)

BP사는 4대 업무86) 중 3개가 석유와 관련 있다. 나머지 하나는

의약품 분야로 본부는 벨기에 안트베르펜에 두고 있으며 독립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BP사의 재산 중 3분의 1은 영국에 있으며 3

분의 1이 넘는 재산이 미국에 있다. 그 밖에도 회사는 유럽대륙과

아프리카,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사업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동남아 지역으로 점차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87) 하지만 최근

85) 위키페디아와 두산백과 재구성

86) 4대 업무: 석유 탐사와 천연가스 탐사, 유전 개발 및 생산 / 석유 제련 가공,

석유 무역, 석유 운송 및 공급 / 화공제품과 석유화공제품, 플라스틱 및 특제제

품 / 동물의 영양사료, 육류식품, 가정용 혹은 개인용 일용 화학품

87) 장치진 저, 최욕영 역자, 『성공한 세계 500대 기업의 경영 전략』, 시그마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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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체 에너지를 삭감하였으며, 2013년 멕시코

만 기름 유출 관련 지급을 충당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한 후 두 번

째로 큰 정유회사에서 네 번째로 추락하였다.88)

2) BP의 문화예술지원 배경

BP는 세계 80개국에서 80,000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린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다국적 기업이다.89) 또한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정유회사

이기도 하다. BP의 회장 존 브라운(John Brown)은 1997년 스탠포

드 대학교에서 기후 변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BP는 이

제 석유 기업이 아니라 에너지 기업이 되겠다는 것을 공식 선포하

였다.90) 그는 1998년 탄소배출을 10% 이상 감축하는 등 미래를 생

각한 재생가능 에너지 투자로 환영받았다. 이 회사는 원래 영국회사

(British Petroleum)이었으나 친환경 정책을 표방한 이후 아예 BP로

변경하고, [그림 3]심벌도 자연 친화적으로 해바라기로 변경하였다.

BP 웹사이트 www.bp.com을 보면 환경적, 사회적 활동에 대해 매

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활동과는 역설적이게도 2005년 텍사스시티 공장 폭발(15명 사망) 등

수많은 참사로 인해 명성은 훼손되었고, BP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원적 시스템, 전략, 노선에도 불구하고 석유산업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대표적 참사로는 BP는 딥워터 호라이즌호 기름유출 사고로써, 이

사건은 2010년 4월 20일 미국 루이지애나 주 멕시코 만에서 딥워터

호라이즌 석유 시추 시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인해 미국

2009, pp. 81

88) Callus, Andrew (5 February 2013). "Smaller BP's profits down as oil spill

trial looms". Reuters. Retrieved 26 April 2013.

89) [그림 2] 참조

90) 김민주, 「미국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한국에너지신문, 2006.02.04



- 57 -

역사상 최악의 해상 기름 유출 사고91)를 일으켰으며, 11명의 인명사

고와 함께 환경적으로도 최악의 재앙92)을 몰고 왔다. 이 참사로 BP

의 주가는 폭락했고, 시가총액이 반 토막 나면서 무려 100조원이 허

공으로 날아갔다.93) 관련 지급을 충당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한 후

두 번째로 큰 정유회사에서 네 번째로 추락하게 되었고, 사고에 대

한 벌금으로 40억 달러(원화 4조 3520억 원 상당)를 5년에 걸쳐 내

야하는 상황에서도 BP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끊지 않았다.94)

왜냐하면 사회적 책임활동(CSR)95)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회복시

켜야하기 때문이다.96)

‘현대 마케팅의 대부‘라 일컫는 필립 코틀러(Philip Kotler)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석좌교수는 저서에서 “기업의 사회참여 사업은 자

선, 공익, 이타주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비즈니스 상의 실리도 거둘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LG경제연구원의 조사에서 “품질이 같다면 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하

는 기업의 제품을 더 비싼 값으로 살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

의 88.7%를 차지한 점은 이 같은 법칙을 뒷받침한다. 또 골드만삭스

가 지난 2005년 조사한 결과 CSR을 실천한 기업이 실천 이전과 비

교해 25%의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는 점도 곱씹어볼 만한 대목이다.

97)

91) [그림 4] 참조

92) 5개월여 동안 멕시코 만에 490만 배럴에 달하는 원유가 바다로 쏟아졌고, 이는

사상 초유의 환경 재앙으로 기록되었다.

93) 이승형, 「착한기업의 시대-ISO26000탄생..‘착하면 성적도 좋다?’」, 이데일리,

2010.12.28

94) 2011년에 영국 박물관, 국립 초상화 미술관, 로얄 오페라 하우스, 테이트 브리

튼과 5년 동안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무려 10 밀리언 파운드를 투자한다고

언급하였으며, 2013년 테이트모던과 협업하여 BP 아트 익스체인지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95)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약자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일컫는 용어

로, 주로 자선, 기부, 한경보호 등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타난다.

96) 김창봉, 남윤미(2012)에서 기업의 문화마케팅이 기업의 CRS성과에 정(+)의 영

향을 증명했듯이 문화마케팅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중요한 사회적 활동에 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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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 아트 익스체인지 프로젝트는 CSR의 일환으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세계 각국의 어린이, 예술가, 전문가, 교육

자 등 수혜대상을 확장시키고, 장기전략 관점의 기업이미지 제고와

잠재고객 창출이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3) BP의 문화예술지원 현황

BP는 기업 문화마케팅을 통해 석유회사의 특성상 해당 기업의 환

경을 파괴한다는 나쁜 이미지를 상쇄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미지를

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화마케팅을 꾸준히 활용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규모만큼이나 세계적 현안인 환경, 인권, 건강 등

의 문제에 지속적 관심과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35년 동안 영국 미

술의 주요 후원자로서 다양한 문화예술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7년까지 영국 박물관(British Museum), 국립 초상화 미술관(The

National Portrait Gallery), 로얄 오페라 하우스(The Royal Opera

House), 테이트 브리튼(Tate Britain)과의 약 1천만 파운드를 후원하

는 파트너십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공연, 특

별 행사, 전시, 수상, 보조금, 강의와 예술 작품에 대한 접근성을 강

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P는 2013년 로얄 셰익스피어 회사(Royal shakespeare Company)

와 함께 16세에서 25세 학생을 대상으로 5유로 입장권 제공 프로젝

트를 지원하였다. 런던의 ‘Stratford-upon-Avon’의 공연, 또는 투어

를 하는 티켓 제공은 젊은 사람들에게 라이브 극장에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2011년에 BP는 영국 박물관, 국립 초상화 미술관, 로얄 오페라 하

우스, 테이트 브리튼과 5년 동안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무려 10

97) 이승형 (2010),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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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언 파운드를 투자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조약은 영국의 문

화예술의 가장 중요한 장기 기업 투자로 볼 수 있다. 2014년에는

BP와 Tate의 파트너십, BP와 국립 초상화 갤러리 스폰서십이 25주

년을 맞이한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장으로 문화예술행사의 활용

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인지도를 확대하는 문화마케팅

의 수단이 되고 있다.

BP의 영국 문화예술 책임자인 데 비올라리스(Des Violaris)는

“2012년 ‘Tate Movie Project’를 지원하면서 영국의 35,000명의 아이

들에게 문화예술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 제작에 참여하게 하

였고, 이는 영국의 많은 커뮤니티에 예술과 창의성을 전달하게 되었

다”고 말했다. 그리고 BP 아트 익스체인지는 영국의 커뮤니티, 학

교, 아이들 그리고 예술을 통해 서로 영감을 주고 관계를 맺는 전

세계 중요한 이니셔티브이며 이는 세계가 젊은이들의 문화와 예술

의 경험을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기 위한 프로젝트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98)

BP는 영국 박물관의 가장 오래된 파트너, 1996년부터 매년 공공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17년 동안 다양한 특별전시를 후원하고 있다.

또한, BP는 국립 초상화 갤러리99)의 지속적인 후원자로서, 2014년

에 25주년을 맞이한다. 1980년부터 갤러리 소장품 매입에 가장 확고

한 후원자로 나선 BP는 매년 ‘BP 초상화상’(BP Portrait Award)을

개최하여 세계 가장 권위 있는 미술상으로써, 젊은 인물화 작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창작을 후원하고 있다. 1846년 때만 해도 초상화의

대상이 군인, 정치가, 예술과 문학, 과학에서 영국사에 남을만한 위

98) http://www.tate.org.uk, 테이트 모던 홈페이지의 인터뷰 내용을 재구성

99) 1856년 설립된 국립 초상화 갤러리는 국가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재정을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다. 국가지원이 전체 재정의 50%를 넘지 않으면서도 예산의 절반

을 스스로 조달하고 있다. 예산은 주로 기업의 스폰서를 통해 조달하며 나머지

는 티켓 세일 등의 기타 활동으로 수입을 충당한다. 평소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특별전시를 통해 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유료로 운영한다. - 강지희

(2009), 앞의 글, pp.56-59, 지주미 (2013), 앞의 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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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2005년 수상자 딘 마시(Dean Marsh)가

이러한 초상화 대상에 대한 전례를 깨고 자신의 연인을 그리며 최

고상을 받았다.100) 이러한 전형적인 초상화뿐 아니라 사진과 캐리커

처, 조각상 등으로 다양하고 재미있게 그리고 예술적으로 인물을 집

중 표현한 영국 국립 초상화 갤러리의 오늘이 있도록 하는데 BP의

공헌이 컸다.101) 2013년에는 남아프리카 출신 작가 수잔 두 토이트

(Susanne du Toit)의 작품 [그림 6]가 상금 £30,000와 함께 대상을

수상하였다. ‘BP Young Artist Award’가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

에게 주목하는 동안, ‘BP Travel Award’를 통해서 다른 환경의 범

위에서 인물화 프로젝트를 하는 작가들에게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2013년 77개국 1969명의 작가가 지원하였고, 30만 명의

관람객이 런던의 애버딘 미술관에서 최종 선정된 55작품을 관람했

다. 또한 ‘BP Portrait Award: Next Generation’은 14세에서 19세 어

린이들을 위해 초상화에 대한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써, 2012년 런던 문화 올림피아드의 일환으로 2010년 시작되어 게임

을 넘어 미래의 젊은 예술가를 장려함으로써 지속적인 예술적 유산

을 제공하고 있다.102)

BP는 또한 테이트 브리튼과 함께 1990년부터 올해까지 25년째로

갤러리의 가장 오래된 기업 파트너이다. 영국 미술의 세계 최고의

컬렉션을 보여주는 BP 디스플레이가 2013년 5월에 새롭게 전시를

단장하였다. 150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연대순으로 기획한 BP Walk

through British Art는 JMW 터너(Turner), 윌리엄 블레이크

(William Blake)와 헨리 무어(Henry Moore) 등 약 500작품을 포함

해 20개가 넘는 갤러리를 새롭게 구성하였다.103) 이러한 다양한 프

100) [그림 5] 참고

101) 김민주 외 공저 (2005), 앞의 책, pp.251-253 재구성

102) 남정숙 외 (2008), 앞의 책, pp.205-206

103) http://www.bp.com, BP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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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들을 통해 BP는 비즈니스 고객을 초대하는 고품격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홍보는 물론 수많은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한층 격상된

기업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인지도를 확대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2. 테이트 모던 미술관

1) 테이트 모던의 경영과 마케팅

유럽의 연회원이 많은 3대 뮤지엄104) 중에 한 곳인 테이트 모던은

미술관을 통해 도시의 슬럼화를 막고, 활력을 되찾은 지역재생의 사

례로 대표되는 미술관이다. 뱅크사이트 화력발전소를 리모델링하여

만든 곳으로, 화력발전소는 노후화된 건물과 폭등한 기름 값 등의

영향으로 1981년에 문을 닫게 되었고 이후 20년간 방치되면서 주변

의 슬럼화를 초래하였다. 동시에 런던시의 테이트 브리튼 미술관 역

시 공간 부족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그 대안으로 뱅크사이트 화력

발전소를 떠올리게 되었던 것이다. 건축가 자일스 길버트 스콧(Giles

Gilbert Scott)에 의해 건물을 최대한 보존하고 스위스 건축회사 헤

르조그와 드뮤론(Herzog와 de Meuron)에 의해 리모델링이 진행되

었다. 현재 전 세계 관람객을 유치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

을 하고 있다.

테이트 모던의 관장 니콜라스 세로타 경(Sir Nicholas Serota)은

사립 미술관이 아닌 국립 미술관에서 테이트 미술관 그룹 - 테이

트 브리튼, 테이트 모던 그리고 테이트 리버폴, 테이트 세인트 아이

브스 -을 모두 총괄하는 자리를 무려 26년 동안 이끌어 왔다.105) 그

는 재원조성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1988년 정부로부터 예산의

104)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스페인의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영국 런던의

테이트 모던

105) 1988년부터 현재까지 관장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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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를 지원받았다면 현재는 30% 이내이다. 나머지는 개인과 기업,

재단 등의 후원과 대중으로부터의 수익창출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

러한 성공적 경영은 변화에 대한 예측과 적응하는 창의력을 비결로

꼽고 있다. 또한 큐레이터의 상상력을 매우 중요시 한다. 최고의 컬

렉션은 아니지만 젊은 고객층을 자극하는 큐레이터들의 상상력과

교육학습 역량, 미래예측 역량에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2) 테이트 모던의 유니레버 시리즈

대표적 테이트 모던의 협업 사례는 유니레버(Unilever)와의 유니

레버 시리즈이다. 이 프로젝트는 5년 동안 1백25만 파운드를 들여

새로운 분야의 예술작품을 후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총 24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시켰다. 2000년부터 시작되어 2012년 13년째를

맞이하는 이 프로젝트는 본래 5년간만 지속할 예정이었으나 전시가

인기를 끌면서 연장되었다. 유니레버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의

핵심 전략인 창의성과 혁신성을 지닌 예술작품을 후원하였고, 대성

공을 거두었다. 유니레버의 주요 타겟이었던 오피니언 리더들의 4분

의 3정도는 유니레버가 예술을 후원하는 기업이라고 확실히 인지하

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유니레버를 혁신, 창의성, 공동체 정신을 중

시하는 기업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연구 조사에 따르면 직원들의 사

고도 크게 변화하여 직장이 창의성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인식하고

직장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106)

3. BP 아트 익스체인지

1) 프로젝트 개요

106) 지주미 (2013), 앞의 글 pp.49-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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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 아트 익스체인지(Art Exchange)는 BP와 테이트모던이 파트너

십을 맺고 2013년 9월 19일부터 시작한 국제협력과 교류에 대한 글

로벌 온라인 학습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유니레버 시리즈를

기반으로, 약 46개국의 교육기관과 국제교류를 통해 테이트 교육 프

로그램의 발전와 연구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예술에 대한 깊은 지식

과 이해를 도와주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플랫폼과 자원, 그리고 프로

그램을 제공한다.

예술가가 직접 참여하여 제작된 [그림 7]의 주제별 활동 팩

(Theme Activity Pack)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새로운 아이

디어를 시도할 수 있고,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미술활동

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의 학

교, 갤러리, 예술가와 문화기관을 연결한다.

BP 아트 익스체인지의 온라인 서비스는 테이트의 컬렉션과 아카

이브, 그리고 온라인 컨텐츠에 접속을 제공하는 테이트 웹사이트와

통합되어 연동되어지고 전 세계 교사, 예술가,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온라인 공간에 언제든 접속할 수 있는 글로벌 온라인 네트워크

로 창의적 교류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비평적

담론을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프로젝트

를 공유하는 허브로서 블로그와 포럼을 통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

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2) 프로젝트 주요 활동

◯1 글로벌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약 46개국에서 학교, 갤러리, 그룹들이 BP 아트 익스체인지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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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여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 프로젝트 활동의 핵심

은 주제별 활동 팩(Themed Activity Pack)이라는 교육 가이드로서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활용이 가능하다. 예술가가 참여하여 제작

된 주제별 활동 팩 시리즈는 테이트모던 홈페이지에서 무료이며,

e-magazine형식으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다. 정기적으로 온라인

에 게시되고, 오프라인 워크샵 프로그램도 별도로 진행되어진다.107)

이 활동 팩은 매년 다른 주제로 온라인에 개제된다. 다른 연령과

능력에 각각 쉽게 적용이 가능하게 만들어 졌으며, 세계의 각각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합되어질 수도 있게 설계되어있다. 온

라인 공간에서는 테이트의 소장품과 아카이브, 그리고 컨텐츠와 접

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된 멤버들은 그룹에 참여하여 작품과 아

이디어를 비평적으로 논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받는다.

2013년-2014년의 주제는 ‘역사와 기억(History & Memory)’이다.

예술가 마리사 다윌링(Marysa Dowling)과 아니아 바스(Ania Bas),

그리고 테이트 교육팀의 협업으로 개발되었다.108) 이 활동 팩의 구

성은 우선 작품 하나를 제시하여 그 작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다음으로 작품 주제와 형태에서 영감 받은 자신의 과거 경험이

나 기억들을 돌이켜보고 친구들과 공유한다. 또한 BP 아트 익스체

인지에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서로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논의한다.

확장된 활동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들을 다시 작품으로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는데, 주로 사진을 프린트하여 콜라주를 만들고 이를 온라

인 그룹 상에 개제하여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보는 방식의 프로그램

이다.

107) [그림 8]를 참고

108) BP Art Exchange, 『History & Memory Activity Pack 2 2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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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술가와 학생들의 참여미술 활동

BP 아트 익스체인지의 주요작가로는 루카 M 다미아니(Luca M

Damiani), 알버트 포트로니(Albert Potrony), 메리사 다윌링(Marysa

Dowling), 윌리엄 가메이커(Williams Gamaker)로 대부분 어린이나

청소년과 함께 참여미술(Participatory Art) 작업을 하는 작가이다.

그들은 주제 활동 팩 제작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이 교재를 활용

하여 학생들과 함께 참여미술을 창작하기도 한다.

루카 다미아니109)는 디지털,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모

자이크, 회화 등과 같은 창의적 기술을 다각적 방법론 으로 접근하

고, 주요 관심사는 유년시절과 시각적 사이의 관계이다. 그는 캐릭

터 디자인, 비주얼 내러티브, 포토 에세이 등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통해 탐구되어지고, 작품 중의 일부는 어린이와 청소년과 함께 작업

하는 경우도 있다.110) 그는 교육과 연구의 균형 잡힌 다양한 예술

매체를 사용한 참여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알버트 포트로니는 설치, 사운드, 비디오를 함께 작업한다. 참여는

그의 작업에 주요 요소이다. 그의 최근 프로젝트 Faith는 믿음과 개

인적 정체성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으로 나이지리아와 영국을

아우르는 재료로 멀티채널 비디오 설치 작품이다. 지난해 포트로니

는 Tate Other을 제작하기 위해 영국과 브라질의 청소년과 함께 작

업하였다. BP Art Exchang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는 덴마크와

영국에 있는 학교와 갤러리 파트너와 함께 워크샵을 진행하기도 하

109) 필름애니메이션, 예술, 인권, 그리고 시각(영상) 사회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아

티스트, 포토그래퍼, 시각사회학자이다. NGO 국제사면위원회(NGO Amnesty

International)와 같은 세계적 선도 기업과 협력하여 국제적으로 작업하고, VFX

기업의 프레임스토어, 월트 디즈니회사, 런던예술대학, 테이트에 수상경력이 있

다. 그의 시각적 작업과 창의적 연구에 집중적으로 몇 권의 책의 저자로서 활동

하고 있으며, 대학 강의 등에도 참여한다. - http://www.tate.org.uk, 테이트모던

홈페이지

110) [그림 9]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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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메리사 다윌링111)의 참여적 작업은 인간의 행동, 관찰, 그리고 어

떻게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공간과 다른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는지

관찰, 탐구하고 인간의 행동과 인물 묘사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

녀의 작품은 시·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사회, 그리고 문화에 걸

친 연결을 구축함으로써 여러 나라에 일어나는 다층화 된 형태이다.

윌리엄 가메이커112)의 작품은 다큐멘터리, 소설 비디오 설치를 통

한 현실의 복잡한 렌더링과 퍼포먼스를 주로 다루고 있다. 그녀의

작품은 콜라보레이션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스토리를

기록하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삶을 연구한다. 접근방식은 어떻게 개

인과 배우 그들 자신이 제작과정의 핵심 부분인 작품의 형태에 영

향을 끼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물리적 연구로서의 퍼포

먼스를 탐구한다.

111) 다윌링은 영국, 아일랜드, 로스앤젤레스, 쿠바, 남아프리카, 멕시코, 레바논에서

커미션, 프로젝트, 레지던시 작업을 한다. 1998년 다윌링은 순회전시로 그룹전

과 개인전을 가졌다. 로스앤젤레스의 LACMA Recoriddos,, Photographers’s

Gallery의 개체의 이동, National Portrait Gallery의 John Kobal Portraiture 어

워드. Whitechapel 갤러리, Photographers’ 갤러리, the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the Courtauld Gallery, Tate Modern과 Barnardo‘s Children’s

charity 등에 의해서 출판과 전시를 위해 작품제작을 커미션 해왔다. 또한 런

던의 Whitechapel Gallery는 Dowling이 The National Portrait Gallery,

Chisenhale Gallery, The Courtauld Institute, Tate, Gasworks, Goldsmiths

College, Bow Arts Trust, The Foundling Museum, San Alejandro School of

Art (Havana) Barnardos 그리고 PhotoVoice와 함께 참여 프로젝트를 진행 중

에 있다. - http://www.tate.org.uk, 테이트모던 홈페이지

112) 가메이커는 런던에 살면서 광범위하게 여행하고 브라질, 남아프리카, 남아시

아, 유럽을 돌아다니며 작품 활동을 한다. 그녀는 암스테르담 De Ateliers에서 2

년간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2013년에 Goldsiths College에서 순수

미술학 박사를 끝냈다. 2001년부터 그녀는 최근 Muzeum Sztuki (Łódź,

Poland), The Freud Museum London, The Powerplant (Toronto), de Hallen

(Haarlem, Netherlands), Aboa Vetus & Ars Nova (Turku, Finland) and

Centro de las Artes (Monterrey, Mexico)에서의 전시를 포함해 국제적으로 전

시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Tate의 BP Art Exchange 작업을 통해, 영국과 핀란

드, 폴란드, 네덜란드에서 Camden Arts Centre, Serpentine Gallery, Chisenhale

Gallery 와 교육 기관들과 함께 참여 프로젝트를 작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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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컬 단위의 교류 활동

BP 아트 익스체인지는 학교, 갤러리, 그룹별로 국가를 넘어 지역

교류로 연계되어지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 중에 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공간적 제약을 최소화 할 수 있었고, 온라인

전시를 통해 각 지역에서 활동한 결과물(작품)들을 게재함으로써 지

구 반대편 학생들과 아이디어 공유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현재 이 프로젝트에 정식 가입한 주요 학교는 3곳으로 영국의 사

우스 홀더네스 기술대학(South Holderness Technical College)과 턴

프넬 파크 초등학교(Tufnell Park Primary School)이며, 캐나다의

머도츠 맥캐이 공립고등학교(Murdoch Mackay Collegiate Institute)

에서 워크샵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우스 홀더네스 기술대학의 학

생들은 예술가 Emily Allchurh와 함께 이틀에 걸쳐 워크샵을 진행

했다. 학생들은 예술가들이 그들의 관점을 표현하기 위한 작업의 안

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 색상 그리고 단서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지를 관찰하였다. 그리고 테이트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자신들의 시

간을 말해주는 역사화를 표현하였다. 워크숍의 목적은 오늘날의 대

학생들이 십대로 돌아가 시각적으로 소통하고 현대 시간의 캡슐을

만드는 것으로, 그 시대에 미치는 영향을 상상하고, 오늘날 우리들

과 작품이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논의하는 것이다. 워크샵 내용은 회

화, 사진, 포토샵을 결합하여, 현대 사회와 그 안에 있는 그들의 공

간에 각자의 개인적 시간을 캡쳐하여 콜라쥬를 만드는 것이다.

캐나다, 아일랜드, 덴마크, 멕시코 등의 다양한 국가 소재의 갤러

리들113)이 BP 아트 익스체인지에 참여를 신청하고 지역 학교, 대학,

기업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주로 실시하고 있다. 벨퍼스트

113) Belfast Exposed, Belfast(Northern Ireland), ArtStarts Gallery(Vancouver,

Canada), Louisiana Museum of Modern Art (Denmark), Museo de Arte

Contemporáneo de Monterrey(MARCO), Nuevo León (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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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포즈드(Belfast Exposed)114)는 작가와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한

전시, 출판, 사진 프로젝트는 회담, 이벤트, 토론 등 다양하게 제공된

다. 또한 일반 대중을 위해 사진 강좌를 제공하고, 학교, 대학, 기업,

그리고 사회단체를 위한 사진촬영 교육을 기획하고 있다.

아트스타츠 갤러리(ArtStrarts Gallery)115)는 캐나다에서 첫 번째

청소년 예술을 위해 헌신하는 갤러리이다. 밴쿠버 시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학생, 교육자 및 전문 예술가들이 심화 학습, 창의력, 그리고

지역 연결을 위해 함께 작업할 때 나오는 흥미로운 작업들을 전시

한다. 전시는 종종 교실 프로그램에서 아트스타츠의 작가들로부터

나온 결과에 영감 받은 작품을 전시한다. 청소년을 위한 아트 프로

그램과 더불어 학교와 그룹을 위한 무료 투어와 가족들을 위한 매

월 무료 워크샵을 제공한다. 갤러리는 학교에 아트스타츠의 일원으

로 청소년을 위한 혁신적 예술 프로그램과 교사와 작가들을 위한

실제적 자원, 그리고 교육에서 예술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비영리 조

직이다.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공립․사립학교에서 아트스타츠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경험을 기반으로 한 예술의 넓은

범위를 지원한다.

덴마크의 루이지아나현대미술관(Louisiana Museum of Modern

Art)는 5년 동안 테이트모던과의 파트너십을 맺었다. BP 아트 익스

체인지를 함께하면서 덴마크의 글로벌 체육관, 영국의 대학, 그리고

작가인 에바 라 쿠어(Eva la Cour0과 알버트 포트로니(Albert

Potrony0와 함께 2년 동안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나 갤러리 단체 외에 몇몇의 그룹들116)도 BP 아트 익스체인

114) 현대 사진, 커미셔닝, 출판 그리고 북아일랜드의 작가와 포토그래퍼들의 작품

을 소개하는 북아일랜드 주요 갤러리이다.

115) 아트스타츠는 (Artstarts)는 캐나다에 1996년 설립된 비영리예술조직으로서 전

문적인 직원과 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자, 예술가, 학부모, 학생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트스타츠 갤러리는 이 단체가 운영하

는 갤러리로 주말 무료 워크샵이나 스페셜 이벤트를 개최하여, 지역의 가족단위,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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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참여하고 있는데, 비거 픽쳐(Bigger Picture)그룹의 에밀리는

영국의 초․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워크샵의 시리즈를 진행했다. 워

크샵 참여자들은 신문이나 잡지에서 다양한 이벤트의 이미지를 선

택하고, 그들의 일상 환경을 나타내는 배경을 구성하였다. 포토샵을

사용하거나 전통적인 잘라내기 기술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이야기

를 말하는 현대적 극적장면에 그들 자신의 캐릭터를 콜라쥬 형식으

로 구성하였다.117)

학교에서 워크샵 참여 그룹은 스카이프(Skype)를 통해 연결되고,

테이트 브리튼의 테일러 디지털 스위트(Taylor Digital Suite)에서

동시에 워크샵에 작업하는 학생들과 함께 아이디어와 경험을 교환

한다. 이 그룹은 BP 아트 익스체인지와 다른 디지털 장치를 통해

창의적 예술과 디자인 프로젝트, 실험을 연구, 공유, 협력에 관한 것

이다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은 예술의 가상 경험과 실제 경험 사이의 차

이점을 탐구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기술의 혼합

을 사용한 테이트 컬렉션에서 작품을 재현한다. 조각의 3D 종이 상

자 렌더링을 통해 가상 생활 드로잉부터 마인크래프트에서 만든 인

터랙티브 작품까지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전시한다. 두 번째 온라인

전시는 다윌링이 디자인 한 BP 아트 익스체인지에서 제작된 작업의

시리즈 전시이다. 선점된 작품은 학습 지원 팩(laerning resource

pack)의 활동의 결과물의 하나로서 Museum Marco, Monterrey,

Mexico에 참여자들이 만든 작품이다. 이외 온라인 전시는 새로운

참여자들에 의해 꾸준히 진행되어지고 있다.

116) Bigger Picture, Global Youth Collaboration Project (GYCP), Arctic /

2014.06.25. 테이트 모던 홈페이지 최종확인

117) [그림 1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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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례 비교 분석

1. 협력 프로젝트의 문화마케팅 분석

1) 글로컬라이제이션을 추구하는 기업과 미술관

UBS와 BP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글로벌 기업이다. UBS는 전 세

계 50개국의 주요 금융 도시에서 6만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영업

을 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회사이고, 세계 최대 정유회사인 BP는 80

개국에서 8만여 명이상의 직원을 거느린 세계 3번째로 큰 다국적

기업이다. UBS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고객의 관심사를 파악

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경영자가 문화에 가지는 관

심도 더불어 고객의 관심사가 미술에 있음을 파악하고, 다양한 문화

예술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BP는 세계적 정유회사로 환경보호를 외

치는 다국적 단체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위해 문화예술지원은 가장

중요한 마케팅 활동이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은 미술관과의 파트너

십 체결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과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UBS 맵 글로벌 아트 이니셔티브는 ‘미술로 그리는 세계 지도

(Mapping the world through art)’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아직 국제

미술계에서 소개가 덜 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창조적 교류를

촉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구겐하임 미

술관과 UBS는 이를 글로벌 프로젝트라 정의하고 있지만 필자의 견

해로는 글로벌 개념과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단순한 국가적 교류나

국가 경계를 넘어 세계가 하나의 사회로 나아가려는 글로벌라이제

이션(Globalization)인 동시에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남미,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을 순차적으로 조망하며 서구중심의 국제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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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탈피한 신흥 지역의 고유 정체성을 찾고, 그 지역에서 부흥하

고 있는 작가와 작품을 발굴하는 지역 중심의 로컬라이제이션

(Localization)이 결합한 프로그램이다. BP 아트 익스체인지 프로젝

트 또한 캐나다, 아일랜드, 덴마크, 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 안의 학

교, 갤러리, 그룹들이 국가 대 국가가 아닌 지역 또는 단체,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지역적 네트워크 구성하고 소통하며 서로

의 아이디어와 비평적 담론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글

로벌 프로젝트와는 차별화되어진다. 즉, 세계는 하나라는 획일성에

서 벗어나 지역과 개개인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글로벌(Global)’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교육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문화기관이나 예술단체의 프로그램을 우리는 흔히 공연과 전시로

구분한다. 하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형식은 교육 프로그

램이다. 현대적인 문화기관이나 예술단체에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

램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야기 할 수 있다. 하나는

관객 개발과 마케팅 관점에서의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공연이나 전

시처럼 문화예술 교육 그 자체가 갖는 프로그램적 가치이다.

다양한 문화콘텐츠 산업과 주 5일제 근무 등의 영향으로 각종 레

저 스포츠, 패키지여행 상품들이 생겨나면서, 미술관의 전시프로그

램은 저점 치열한 경쟁에 장에 몰리게 되고, 그리하여 미술관에서는

관객의 관심을 끌기 위한 마케팅 수단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는 단

순한 강습료 수입을 벌기위한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 잠재 관객을

개발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118)

118) 김민주 외 공저 (2005), 앞의 책, pp.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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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S 맵 글로벌 아트 이니셔티브와 BP 아트 익스체인지 프로젝

트의 교육 중심 기획은 구겐하임 미술관과 테이트 모던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

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술관 교육 부문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한 상태

이다.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부관장 킴 카나타니는 “미술관은 ‘21세기의

기술’을 교육하는 곳”이라고 강조하며 구겐하임 미술관의 전시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다. 119) 이러한 맥락에서 미

술관 경영전략과 미술관 교육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기획되어진 구

겐하임 UBS 맵 글로벌 아트 이니셔티브는 교육의 역할이 매우 크

다. 큐레이터 양성 프로그램이 주축이 되어 1 ,2, 3단계 지역 출신의

현지 큐레이터를 각각 선발하여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2년간의

레지던시(Residency)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들은 구겐하임 미술관

과 협력하여 큐레이터가 속한 해당 지역의 두드러진 문화적 관행과

지적 담화를 끌어내는 새로운 작품 또는 최근 작품들을 발굴, 선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채택된 작품들은 해당 지역에 2-3개의 도

시로 순회전시를 통해 소개된다. 이러한 큐레이터를 위한 교육 프로

그램과 더불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차별적으로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테이트 모던도 2009년 ‘유니레버 시리즈: 터바인 제너레이션’이라

는 국제 청소년 미술 워크샵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19개국 138개 학

교의 학생 6천 명 정도가 참여하였다. 국경이라는 물리적 장벽을 극

복한 이 프로젝트는 테이트 모던의 ‘관객에게 예술의 즐거움을 맛보

게 한다.’는 설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BP 아트 익스체인지 프로젝트는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글로

119) 구겐하임재단에는 자원봉사자부터 인턴, 전문가 등의 40-50명의 교육 전문가

들을 바탕으로 미래 미술애호가가 될 어린이, 청소년, 미술에 문외한 일반인, 미

술전문가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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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학습 프로그램으로서 국제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

3) 온라인 플랫폼(Online Platform)으로서의 역할

최근 기획되고 있는 이러한 협력 프로젝트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서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플랫폼(platform)이라고 하면 단상, 무대(stage)라는 의미가 바뀌

어 컴퓨터의 구조나 운영 체제 등의 기본구조나 기본환경을 의미하

며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용어는 후자에 해당한다. 단일 노선, 소수

의 승객이라면 승강장을 위해 많은 공간이 필요 없지만 노선이 복

잡해지고 승객이 많아지면서 ‘승강장’이라는 공간이 필요해졌는데,

이곳에서 승객은 목적지에 가기 위해 많은 일을 처리하며 열차가

이 플랫폼을 통해 교차하기도 한다.120) 이러한 ‘플랫폼’의 원리가 온

라인에 적용된 것이 온라인 플랫폼이다. 최근 인터넷 이용자의 확산

으로 플랫폼에 잠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고객이 많아졌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다양해졌다. 또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

한 비용이 낮아지고 각종 솔루션과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사업자가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용이해져 제품개발, 생산, 서비스 등의 다

양한 분야로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이 확대되었다.121)

사례로 제시한 ‘UBS 맵 글로벌 아트 아니셔티브’와 ‘BP 아트 이

니셔티브’는 체계적인 온라인 컨텐츠 구성과 운영을 통해 해당 사업

과 관련된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진행상황 등을 실

시간 업데이트함으로써 고객뿐만 아니라 예술전문가, 교육자, 예술

가들에게 실용적인 온라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기업

과 미술관이 각각 해당 사업의 웹페이지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

120) 고려대 기업경영연구원, 「기업경영 Way 2012」, FKI미디어, 2012, pp. 565

121) Laurie et al., (2006), 고려대 기업경영연구원 (2012), 앞의 책, pp. 56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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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구겐하임미술관의 웹사이트인 guggenheim.org/MAP에서

는 큐레이터와 미술사학자, 예술가 그리고 지역 전문가의 서면 텍스

트, 오디오, 비디오 형태의 원본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프로

젝트에 대한 정보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UBS 또한 자체적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웹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고 사업의 설명과 관련

뉴스들을 실시간 업데이트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콜라보레이션 활

동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22) BP 아트 이니셔티브 역시

BP와 테이트 모던의 각 홈페이지에서 협력 프로젝트의 사업 목표와

진행사항들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는데,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이트 모던 측의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전의 기업과 미술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획되었던 다양한 협

력 프로젝트의 형태는 주로 자금지원을 통한 오프라인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사례로 제시한 협력 프로

젝트처럼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제공하기에 비

용이 많이 들었던 서비스들이 온라인상에서 저비용으로 운영될 수

있고, 더욱 넓은 범위의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

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한 목적

을 가진 이용자(고객), 즉 예술가, 교육자, 학생, 예술전문가들이 같

은 일정한 공간에서 모이기란 쉽지 않다. 온라인 플랫폼은 이러한

오프라인상의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다양한 시각을 반

영하고 상호적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할 수 있는 장점이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온라인 플래폼의 역할로서 UBS 맵 글로벌 아트 아니셔티

브는 현대 미술과 문화 실천에 대한 문화 간의 대화를 장려하는 역

할을 담당하고, BP 아트 이니셔티브는 국가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122) [그림 11],[그림 12]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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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교육 서비스와 참여 미술을 활성화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국내 미술관과 기업의 이러한 협업 프로젝트들은 온라인상

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홍보, 진행 등의 체계적 운영과 정보 게시에

대한 활동이 부족하다. 따라서 기업의 대부분의 고객과 미술관의 관

람객들이 이러한 사업을 알지 못하고 지나갈 뿐만 아니라, 일방적이

고 개략적 정보 전달로 인해 사업에 대한 진정성과 문화마케팅에

대한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2. 협력 프로젝트의 의의와 기대효과

1) 글로컬 마케팅으로서의 지역적 문화의 이해

미술은 작가의 생활경험에서 얻어지는 특정한 감정과 심상(心象)

을 평면 또는 입체적으로 구형(具形),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작가나 또 어느 특정한

지역, 특정한 시대의 미술에는 제작상의 특색, 즉 방법상의 개성이

있게 마련인데 이 미술창작상의 개성을 양식(Style)이라고 한다.123)

따라서 미술을 이해하는 행위는 그 미술이 창작된 시기와 지역, 그

리고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2장에서 언급했듯이 글로컬 시대에 부합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

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실행하는 것이 우

선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콘텐츠를 이해하고 흡수해 자사 상

품이나 서비스와 결합하는 작업이 필수인데, 이러한 글로컬 협업 프

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은 글로컬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해당 국가

나 지역의 문화를 미술작품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UBS 맵 글로벌 아트 이니셔티브의 동남아시아 지역 첫 기획전시

123)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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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국가는 없다(No Country)’의 홍콩 개막전에서 참여한 베트남 작

가 트루옹 탄(Truong Tan)의 유화 ‘우리는 뭘 바라나’는 18편의 작품

중에서 가장 화사한 색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캔버스 속 남자

는 손발에 못이 박혀 있고 캔버스도 통째로 밧줄로 묶여 있다. 보수

적인 베트남 사회에서 작가가 체감하는 압박을 그렸다는 해석은 그

가 동성애자라는 정보가 더해지며 즉물적으로 다가온다.124)

또 다른 방글라데시 출신 참여작가 타예바 베굼 리피(Tayeba

Begum Lipi)의 설치미술 [그림 18]의 ‘사랑 침대(Love Bed)’는 매혹

적 이면서도 위협적이다. 1947년 인도로부터, 1971년엔 파키스탄으

로부터 분리 독립한 방글라데시의 역사를 침대로 압축했다. 이 침대

는 연인과 더불어 쉬는 안식처가 아니다. 날카로운 면도칼 위에 몸

을 눕혀야하기 때문이다. 그것마저 견딘다는 점에서 강인한 집념을

표현한다.125) 이러한 작품의 이해는 곧 문화와 역사를 깊이 이해이

고, 국제경영 전략으로서의 글로컬 마케팅 과정에서 필수단계이다.

2) 신흥시장 개척 및 국제적 이미지 상승

UBS 맵 글로벌 아트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조망하지 못했던 신흥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UBS 글

로벌 자산 운용은 런던, 시카고, 프랑크푸르트, 하트 포드, 홍콩, 뉴

욕, 파리, 싱가포르, 시드니, 도쿄, 토론토, 취리히에 본사를 두고 있

는데 이런 주요도시 이외의 지역, 신흥 시장을 개척하기에 위해서는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의 협력 프로젝트가 적합하다.

UBS 자산관리 최고경영자(CEO)인 Jürg Zelner는 UBS은행의 동

기를 순수한 예술지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예술이 자산 종류로

124) [그림 17]을 참고

125) 박돈규, 「美미술관(구겐하임 뉴욕)·스위스은행(UBS)이 찜했다… 될성부른 동

남아 작가들」, 조선일보,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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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그 비중이 늘고 있다. UBS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이

윤을 창출하는 특별한 분야를 찾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에 말했다.

“점점 더 우리는 신흥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의 전략을 재조명

하고 있으며, UBS 맵 글로벌 아트 이티셔티브 프로젝트는 이러한

전략에 딱 맞는 것 같았다.”라고 밝혔다.126)

UBS와 BP는 이미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이전부터 다양한 문

화예술지원활동을 통해 국제적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있

다. 특히 UBS는 뉴욕현대미술관(MoMA)에서 ‘현대미술의 목소리

(Contemporary Voices: Works from The UBS Art Collection)’127)

라는 기획전을 통해 소장품 64점을 선보였다. 윌리엄 데쿠닝(Willem

de Kooning), 필립 거스톤(Philip Guston), 사이 톰블리(Cy

Twombly), 신디 셔먼(Cindy Sherman), 토머스 스트루스(Thomas

Struth) 등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의 현대미술을 이

끌어온 작가들의 대표적인 작품들로 이루어진 전시였다. [그림 19]

의 안드레아스 거스키(Andreas Gursky) 작품 ‘99 센트’는 UBS 컬

렉션의 대표적 작품으로써 약 31억 원의 낙찰가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사진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굵직한 현대미술작품들의

나열식 전시는 미술학적으로 의미 있는 전시는 아니었지만, 금융회

사로서의 UBS를 ‘고품격’이라는 이미지를 격상시키기에는 충분한

전시였다. 기업들이 세계적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소유함으로써 동시

대 문화에 투자를 하고, 컬렉션 작품의 우수함을 기업의 이미지와

동일시하여, 그 작품들을 통해 기업을 다른 기업과 차별화한다.

UBS의 고품격의 이미지 제고에 아트 컬렉션이 활용되었다면, UBS

맵 글로벌 아트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는 기업의 글로벌 이미지를 부

126) Andrew Russeth, 「Guggenheim, UBS Unite for Global Art Initiative

Focused on ‘Emerging Markets’」, Gallerist, 2012.4.12.

127) 2005년 2월 4일부터 4월 25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총 51명의 아티스트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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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키고 나아가 이러한 국제적 시장의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기업

의 CSR 경영을 홍보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술계에서 아직까지

크게 조망 받지 못했던 신흥국을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

라 UBS는 특별한 글로컬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아도 이러한 미술

관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다.

3) 미술계의 서구중심 시각 탈피

미술사 측면에서 포스트모더니즘 도래와 함께 부각된 혼성화, 다

원화, 범세계화는 특히 비서구 세계였던 특히 동양을 새롭게 인식하

기 시작했고,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문화적 다원주의와 상대

주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중심보다는 주변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

방주의적 의식이 생성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서구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변방으로 치부되던 지역들

의 부상의 흐름들은 미술시장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세계

미술경매시장의 규모는 약 120억 달러(약 13조원)정도다. 세계시장

에서 눈여겨 볼 지역은 중국이다. 2010년 이후 미국과 영국을 제치

고 미술경매시장 국가별 점유율 1위로 올라선 중국(40억7800만 달

러, 약 4조3500억원)은 이후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미

시작된 아시아 미술시장의 활성화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층 더 본격

화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128) 미국 미술시장 전문 잡지 ‘아트+옥션’

은 최근 ‘인도네시아가 뜬다(Indonesia Heats Up)’는 제목의 특집 기

사를 내보냈다. 뇨만 마스리아디(Nyoman Masriadi) 등 인도네시아

유명 작가들의 국제적 인기, 중국계 인도네시아 부호 부디 텍(Budi

Tek)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현지 컬렉터들의 움직임을 낱낱이 소개

128) 이학준,「세계 미술시장 동향과 전망-미술시장 무게중심 아시아로 이동」,

『매경이코노미』, 제1950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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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또한 중동 미술시장에 대한 관심으로 크리스티(Christie)는 지

난 2005년 두바이, 소더비(Sotheby’s)는 2009년 도하에 사무실을 내

고, 지역 작가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동 지역 경매

의 특색, 아트프라이스(artprice)가 최근 발표한 ‘중동 지역 경매가

톱 10’을 살펴보면 10명 중 7명이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 범중

동 지역 작가이다. 129)

이러한 세계적 비서구 미술계의 부상(浮上) 흐름에 힘입어, UBS

맵 글로벌 아트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는 서구중심의 편협한 시각에

서 벗어나 그 동안 조명을 받지 못했던 지역을 재조명한다는 데 큰

의의를 둔다. 또한 이전의 서구 중심적 시선을 탈피하고자 여러 서

구 미술관들이 펼쳤던 기획전시나 프로젝트가 또 다시 포스트 오리

엔탈리즘이 빠지는 모순의 반복이었다면, 이번 UBS 맵 글로벌 아트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는 해당 지역 출신의 큐레이터가 직접 작품 선

정이나 전시를 기획함으로써 서구지역 출신의 시각과 관점으로 평

가하던 이전의 오리엔탈리즘적 오류에서 벗어난 획기적 프로젝트라

고 할 수 있다.

로오 링 펄램 싱가포르 갤러리 디렉터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

뷰를 통해 “동남아 현대미술 시장이 5년 전에 비해 중요한 시장이

되었으며 2013년부터 구겐하임 UBS 맵 글로벌 아트 이니셔티브 프

로젝트를 통해 개최되는 대규모 동남아 현대미술 기획전과 싱가포

르 아트 뮤지엄이 동남아 작가 후원 시스템 구축이 동남아시아 미

술시장의 미래를 밝게 해 준다”고 밝혔다. 130)

129) 곽아람, 「변방의 미술’에 돈이 몰려든다.」, 조선일보, 2013.6.25.

130) 이향휘, 「변방의 미술, 세계의 러브콜을 받다.」, 매일경제,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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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확장과 전망

제 1 절 글로컬 시대 기업과 미술관의 협력 발전

방향

1. 기업 측면의 발전방향

1) 글로컬 전략을 위한 문화마케팅

문화적 지역화와 다원화가 심회되고 문화상대주의가 보편화되어

가는 현대시대에 기업은 세계화와 현지화를 동시에 이뤄 시너지 효

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다국적 기업의 전략으로 글로컬 마케팅을 펼

치기 시작했다. 최근 현대캐피탈의 광고에서 “금융의 해외진출은 힘

들다. 그래서 현대캐피탈은 미국 금융이 되고, 영국 금융이 되고, 중

국 금융이 된다. 진출하지 않는다. 그 나라의 금융이 된다.”라는 광

고카피를 통해 글로컬 마케팅 정의를 함축하여 표현하고 있다.131)

이렇듯 현대에 들어 다국적 기업의 글로컬 마케팅의 필요성이 강

조되고 있으며, 특히 박치완(2014)은 글로벌 기업이 전 세계를 무대

로 시장을 확장하려는 문화마케팅 활동에 꼭 필요한 단계임을 주장

하고 있다.132)

글로컬 시대에 부합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컨

텐츠를 이해하고 흡수하여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와 결합하는 작업

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단계에서 문화마케팅은 글로컬 마케팅에 있

131) 이세희,「[생각하는 방식] 해외진출이 아닌 현지기업이 되라, 글로컬라이제이

션」, 기업문화 스토리, 현대캐피탈 홈페이지, 2014.06.11.

132) 본고 pp.38-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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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특히 이러한 글로컬 마케팅에서 문화

마케팅의 적용에 있어 문화마케팅에 수단으로서 활용되거나 각 미

디어를 통해 마케팅을 전개하는 단계에서 문화마케팅이 동원될 수

있는 복합적 마케팅 솔루션이 이루어지게 된다.

지역(국가나 좁게는 도시 등의 공통의 문화를 지닌 그룹 등)의 행

동과 가치 패턴을 정량화한 대표적 장소가 미술관이다. 기업은 이런

한 미술관을 통해 집단의 기억, 역사, 유적, 등 지역의 마케팅 소재

를 발굴하기도 하고, 협업을 통해 문화마케팅을 실행하여 브랜드 이

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다. 이렇듯 통합 마케팅 솔루션을 실행하기

위한 최고의 파트너가 미술관이 될 수 있다.

2) 진정한 ‘파트너십’의 이해와 전문 인력의 참여

본고는 기업과 미술관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프로젝트에 초점

을 맞추고 있는데, 파트너십은 스폰서십과는 다른 경제적 용어로 둘

이상의 회사가 사업적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인 제휴를 하고, 그것의

이익 배당이나 손해액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과 미술관의 파트너십의 관계는 현실에서 정의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미술관에서의 파트너십은 말 그대로 상호 유연하고 지속적인 관

계를 기대할 때 더 많이 사용하고, 전략적 제휴로 실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기업과 박물관 사이의 파트너십은 기부와 수혜의 의미

가 좀 더 강하여, 박물관 운영 측면에서 실질적인 보조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장기적 발전과 비영리 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미술관은 기업 지원금의 일방적인 수혜자 의미가 강한

스폰서십보다는 파트너십 체제를 지향하려는 움직임이다.133)

133) James M. Bradburne, “A New Strategic Approach to the Museum and its

Relationship to Society”, Museum Management and Curatorship, vol. 19,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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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미술관의 파트너십이 성공하기 위해서 보니타 콜브(2008)

은 협력적 노력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기하였다.

134)

Ÿ 파트너십을 시작한 동기가 무엇인가?

Ÿ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은 숨겨지 안건이나 자신들의 권익이 있는가?

Ÿ 각 파트너는 어떠한 자원과 문제를 파트너십을 위해 가져울 것인가?

Ÿ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할 것인가?

Ÿ 누가 의사를 결정할 것인가?

Ÿ 어떻게 의사 결정이 진행될 것인가?

Ÿ 어떻게 파트너십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것인가?

『2012년 한국메세나협회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예술을 지

원하는 활동 부서가 28.6%가 홍보팀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총무/

경영지원팀(22.7%), 사회공헌팀(21.0%), 마케팅팀(12.6%), 경영기획

팀(2.5%), 기타(12.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화예술 지원 활동

담당인원은 2-3명이 37.9%로 가장 높았고, 1명(34.8%), 6명 이상

(16.7%), 4-5명(9.1%), 1명(1.5%)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통계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기업에서 문화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력 배치와 업무 분장 등이 미비함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통계 외 기업의 문화마케팅 담당자들의 전공 등을 파악하여 문화예

술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기업과 미술관이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욱 유연하고 창의적 아이디

어를 교류하고 일방적 재정지원의 관계에서 벗어나 프로젝트의 발

전적 피드백이 가능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대자동차에 경우 이례적이게 2013년 8월 큐레이터 출신 인력(이

1, 2001, pp. 81, 강지희 (2009), 앞의 책, pp. 113 재인용

134) 보니타 M. 콜브 (2008), 앞의 책,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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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아트디렉트)을 문화마케팅 전담 직원으로 사측에서 먼저 입사

를 제안했다. 예술적 아이디어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믿

은 최고경영진의 고민 끝에 내린 파격적 결정이라고 밝혔다.135) 그

리고 2013-4년에 걸친 국립현대미술관과 테이트모던의 협력 사업은

파격적 지원금액과 함께 획기적 지원 프로그램 기획을 이어오고 있

다. 아직도 예술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홍보팀이나 마케팅팀의 구성

원들이 미술지원활동을 전담으로 하고 있지만 현대자동차의 모범적

사례를 시작으로 많은 기업들이 미술 분야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더욱 세분화, 전문화된 문화 마케팅 활동을 권장하며, 기업의 직접

적이고 가시적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미술 분야 지원이라는 순수

한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함으로써, 기업은 비로소 최대의 문화후

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경영전략으로서의 협력 프로젝트 활용

경영 전략으로서의 문화마케팅은 예술을 통해 내부고객인 직원

교육과 복지, 새로운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등 내부 마케팅 차원의

문화마케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미술관은 기

업과의 스폰서십이나 파트너십을 통해 재정지원을 확보에 대한 대

가성 혜택으로 미술관 이용에 대한 특권들을 제공하고 있다. 예로

입장료 할인, 각종 프로그램 및 이벤트 초청, 포스터, 현수막, 카탈로

그 등에 기업의 CI(Corporate Identity) 명시 등이 잘 알려진 특전이

다. 추가로 도슨트 대신으로 관장이나 큐레이터가 직접 전시 안내,

설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기업만의 독자적인 전시 프리뷰

와 설명회 마련, 기업의 행사를 위해 미술관을 대관해주는 혜택도

135) 나윤석, 「“일류 회사 제품, 성능․디자인 거의 비슷... 문화마케팅으로 프리미

엄가치 높여야”, 이대형 현대차 아트디렉트 인터뷰」, 서울경제, 201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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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 미술관의 이러한 특전은 파트너기업 임직원들의 문화 복

지에 해당된다.

하지만 글로벌 시대 다국적 기업들은 임직원의 다양한 문화를 이

해하여 효과적인 경영을 위해서 포괄적인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글

로컬화 되어진 협력 프로젝트의 기획과 진행 단계에서 기업은 해외

지역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에 의해 그들의 문화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전략으로서의 문화마케팅을 이룰 수 있다.

2. 미술관 측면의 발전방향

1) 전략적 재원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정부와 재단으로부터의 지원이 극히 제한적이고 개인 지원은 아

직 활성화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미술관이 손쉽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일반 기업이라 할 수 있겠다.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정부나 재단 혹은 개인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

과는 그 기본성격을 달리해야한다. 또한 문화마케팅의 다양한 유형

과 전략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미술관은 더욱 치밀한 전략으로 기업의 재원을 조성해야만 한다.

미술관이나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줄 기업은 얼마든지 있지만 그

들이 미술관을 지원하면서 어떠한 반대급부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계하고 있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것을 강구하

는 것은 미술관의 몫이다. 그 기업들의 문을 열고 그들을 설득하려

면 먼저 타겟 시장과 핵심 고객의 프로필이 비슷한 기업을 찾는 것

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업에 대해 예술조직을 지원하는 것이 ‘뭔가

다른’ 효과를 준다는 것을 설득시키려면 무엇보다 스스로 관람객에

대해 정직하고 객관적인 기초 데이터부터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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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정기적인 관객조사와 CRM(고객관계관리)를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 사항인 것이다.136)

2)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미술관

‘구겐하임 UBS 맵 글로벌 아트 이니셔티브’와 ‘BP 아트 익스체인

지’의 사례를 보더라도 구겐하임 미술관과 테이트 모던은 실행 프로

젝트의 주체로서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기관, 학교, 갤러리와 미술을

좋아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글로벌 플랫폼(global platform)으

로서의 역할을 소화하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국제적 네트워크가 강화되

어야 한다. 현재 국내의 국립현대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서울시립

미술관 등의 공공미술관이 기존의 중심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네

트워크의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고, 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시모델을 구현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전시모델이 아직은 그

네트워크의 지속성을 위한 의미 있는 담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

며, 일부 미술관에서는 지역적 요구를 반영한 글로벌 전략을 세우면

서 하이브리드적인 실천을 지향하고 있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137) 미술관은 플랫폼으로서 네트워크의 활발한 소통을 위한 새로운

전시모델 구현과 이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기술, 인프라가 뒷받

침 되어야 한다.

3) 지역미술관의 글로컬 마케팅 실행

현재 국내에 운영되고 있는 미술관은 총 35곳, 서울(3곳)과 경기

136) 용호성, 『예술경영』, 김영사, 2011, pp.306-307

137) 양은희, 「글로벌 시대의 로컬미술관: 국내미술관의 글로벌네트워크 강화 사례

를 중심으로」, 『현대미술학 논문집』, 2010, p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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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8곳)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술관은 24곳으로, 사례로 제시

한 구겐하임 미술관과 테이트 모던과 같이 세계적 규모의 미술관은

국내에서 부재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이러한 글로컬을 화

두로 삼고 미술관의 세계화와 지역 경제의 재생, 그리고 지역 커뮤

니티의 문화예술 보편화에 힘쓰려는 지역미술관이 늘어나고 있다.

21세기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글로벌 시대의 도래, 그리고 세계무

대라는 더욱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경제적 역할이 증대된 미술

관은 지역미술관까지 글로벌화를 강요했다. 지역미술관은 한 시대의

결과물로서 지역의 미술을 보존, 정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138) 그

러나 이러한 발전방향 설정은 모든 지역미술관의 희망이면서도 한

정된 예산으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글로벌화라는 상황 또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는 미술관의 존재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연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규범이며 그러한 규범을

토대로 로컬 미술관 사이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대두된다. 즉, 미술관은 ‘지역(local)과 ’세계(global)’가 연결될 수밖

에 없는 오늘날 “나의 것을 가꾸고 전파하는 동시에 세계적 보편성

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39)

앞에서 언급하였던 포항시립미술관은 글로컬 미술관을 목표로 ‘스

틸 아트 뮤지엄(Steel Art Museum)’을 표방하면서 지역의 삶·문화·

산업·도시정책이 미술관에 녹아 미술관 고유의 정체성을 창조적으로

확립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립미술관 역시 글로컬한 뮤지엄을 지향

하며 서울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대표 미술관이자 서울 시민

들이 애정을 갖고 자주 찾아오는 지역적인 미술관이 되기 위해 노

138) http://www.icom.museum,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홈페이지

139) 윤진섭, 「국제화 시대 지역미술관의 활성화 방안과 전망」, 『제주도립미술관

개관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지료집』,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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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중이다. 이러한 글로컬을 지향하는 지역미술관이 지역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 지역성을 특성화시키고, 국내·외 도시들과의 문화와 경제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하여함으로써 기업에게 매력적인 글로

벌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제 2 절 국내의 기업과 미술관 협업을 통한 문화

마케팅의 확장과 전망

앞의 글로컬 시대 미술관과 기업의 협력사례로 제시한 두 프로젝

트는 기업이 글로컬라이제이션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활용하였다

기보다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보완적 또는 대안적 현상으로서

의 기획에 가깝다. 그러나 필자가 글로컬 시대의 대표적 협력 사례

로 제안한 이유는 두 프로젝트가 획일화된 글로벌화가 목적이 아닌,

보편화된 국제적 감각으로서의 ‘글로벌’과 지역, 작은 공동체 또는

개개인의 특수한 정서인 ‘로컬’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5-2] 문화마케팅과 글로컬마케팅의 상호 유기적 관계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글로컬 시대에 부합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

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실행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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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이다. 이 과정에서는 해당 지역 콘텐츠를 이해하고 흡수해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와 결합하는 작업이 필수다. 글로컬 전략이 ‘문화마

케팅’ 떨어질 수 없는 이유다. [표 5-2]와 같이 문화마케팅과 글로컬

마케팅의 상호적 관계에서 보면 문화마케팅은 글로컬마케팅의 성공

을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문화마케팅 그 자체의 실행으로서 미

술관과 기업에게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

다.

다국적기업인 맥도날드나 펩시는 글로컬 마케팅의 대표적 기업이

라 할 수 있다. 이 기업들은 본사의 제품을 글로벌 시장을 점령하기

위해 지역 문화가 결합한 새로운 제품들을 생산하게 되고, 이 과정

에서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하는 문화마케팅 유형중

문화연출이 적용되어진다. 이렇듯 문화마케팅은 글로컬마케팅을 수

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로컬 제품이 인기를 얻어

글로벌 파급력을 지닌 후 다른 지역 문화와 결합해 새로운 제품으

로 탄생하는 것이다.

반면, 글로컬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문화마케팅을 추진하는 예로,

‘UBS 맵 글로벌 아트 이니셔티브’나 ‘BP 아트 익스체인지’ 같은 글

로컬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다국적기업이 해당지역의 문화를 이해

한다거나, 조직경영 측면에서 다문화직원들의 문화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즉, [표 5-3]와 같이 필자는 향후 이러한 미술관과의 협력 프로젝

트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글로컬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음을 기업

에게 제안하고자한다. 단순한 미술관과의 파트너십 관계에서의 문화

예술지원이 아니라 이러한 협력 프로젝트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세

계 여러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발견하고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기업의 국제경영전략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마케팅 범위의

확장 가능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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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을 통한 문화마케팅의 범위 확장140)

이러한 문화마케팅의 확장 가능성에는 기업의 조직이 미술관의

협력 프로젝트 기획, 진행단계에 있어 긴밀한 협조와 운영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기업은 단순한 기금지

원이 아닌 장기적 안목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140) [표 2-9]를 바탕으로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을 통한 문화마케팅의 확장성을

재정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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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연구는 현대의 경제적, 문화적 화두인 글로컬라이제이션

(Glocalization)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과 미술관의 문화

마케팅 협력 사례를 살펴보고 기업과 미술관의 진정한 파트너십과

성공적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글로컬 전략을 통

한 문화마케팅의 범위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론적으

로 경영학, 마케팅, 인문학적인 다양한 분야에 참고자료를 활용·분석

함으로써 학제간의 간극을 넘어 기업과 미술관의 문화마케팅의 변

화와 확장 가능성을 다각적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21세기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발전으로 ‘세계는 하나’라는 글로벌

화의 획일적 양상의 반동으로 지역과 개인의 개별적 특성을 중요시

하는 글로컬 시대가 도래 하였다. 이러한 사회, 경제, 문화적 흐름

속에서 문화마케팅은 효과의 지속성과 문화마케팅의 효용성의 극대

화를 위해 더욱 세분화하고 통합적인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필자는 현재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업 프로젝트 중에서 이러

한 흐름을 인식하고, 글로컬 미술관을 지향하는 미술관과 다국적 기

업의 글로컬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협업 프로젝트 성격을 띠고 있

는 대표적 사례로 ‘구겐하임 UBS 맵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BP 아

트 익스체이지’를 제시하였다. 이들 협력 프로젝트의 특징은 첫 째,

획일화된 글로벌화가 목적이 아닌, 보편화된 국제적 감각으로서의

‘글로벌’과 지역, 작은 공동체 또는 개개인의 특수한 정서인 ‘로컬’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Global)을 넘어선 글로컬라이

제이션(Glocalization)을 추구하는 프로젝트라고 정의할 수 있다. 둘

째,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구성을 통해 중장기적

잠재 고객을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셋 째, 온라인 플래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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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로서 UBS 맵 글로벌 아트 아니셔티브는 현대 미술과 문화 실

천에 대한 문화 간의 대화를 장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P 아트

이니셔티브는 국가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선 교육 서비스와 참여 미

술을 활성화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기업과 미술관은 글로컬 마케팅으로서의 세계 각 지

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흥시장 개척 및 신규고객

을 창출하며, CSR경영을 통한 국제적 이미지 상승을 기대하고 미술

계의 서구중심 시각을 탈피하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글로벌화는 이제 기업과 미술관의 기초적 목표이자 전제가 되었

다. 요즘 국내에서도 기업과 미술관의 협력 프로젝트로서 글로벌 또

는 글로컬화를 외치며 다양한 사업을 기획, 진행 중에 있다. 무조건

적 서구 맹신주의로 인한 미술과 문화들의 흡수개념의 교류를 지양

하고 아시아, 한국, 도시라는 하위개념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세계

로 뻗어 나갈 수 있는 획기적 글로컬화를 이루어야 할 시점이다.

사례로 제시한 협력 프로젝트를 더욱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을 기업에 제안하고자 한다. 문화마케팅에 글로컬라이제이션을 적용

하여 국제경영 전략 및 투자 관점에서 글로벌 소비자 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또는 다국적기업의 다문화직원 조직경영에 활용 할 수 있

는 문화마케팅 범위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사례로 제시된 기업과 미술관의 최근 해외 협력 프로젝트들은 5

년의 장기 파트너십을 통한 진행중인 사업으로써, 관련 선행연구가

전무하고, 사업의 결과분석이나 증거로써의 제시할 수 있는 실증적

데이터를 찾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서

중간평가로써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기업

과 미술관의 협력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이러한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컬 마케팅과 문화마케팅의 통합적 마케팅 솔루션을 제안

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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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glocal culture marketing can be expanded and set

new visions through collaboration between corporation

and art museum

Park, Hee Jung

Arts Management, Interdisciplinary Program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suggest a set of direction to enhance and

expand culture marketing through a research focusing on current

culture marketing trends between corporation and art museum in

the 'glocal' age, a prominent concept and term often discussed in

economic and cultural context.

The 21st century has been often referred to an era of art and

culture in which competency depends on emotional and cultural

knowledge rather than physical and technical. In this paradigm,

the present time is considered as Post Modern and glocal within

the cultural perspective. The ‘glocal’ is a compound word

reflecting both local and global characteristic. The present time

is an extension of Modernity in which globalization rapidly

progresses. Even so, there has been an increased emphasi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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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culture and diversification of it and cultural relativism

became normalized.

This writer focused on the cultural marketing trends that used

glocalized strategies with expanded scale and scope of activity

providing mutual benefit to both corporation and museums. I

presented two collaboration projects as representative cases, the

'Guggenheim UBS Map Globals Art Initiative' in USA and the

'Tate Modern BP Art Exchange' as an example of a new culture

marketing strategy. Serving as a both online and offline global

platform, these two projects facilitate international education

program for students, educators and professionals, discovering of

non-Western artists, traveling exhibition and development of local

culture. These new marketing types demonstrate how glocalized

strategy is mutually beneficial and highly effective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methods.

Through these collaboration projects, the corporations expect to

improve their global brand image, create emerging markets and

new consumers. The museums also establish foundation for

globalization and,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local art

community and promote new interest in non-Western art field.

In recent art field of Korea, collaborative projects between

corporation and museum have rapidly grown in its scale and

quality. For an example, the Hyundai Motors made a contract to

a long term sponsorship of 12 billion won for 10 years with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MMCA), the

longest sponsorship with the greatest grant in Korea. It opened a

new paradigm of collaborative culture marketing by esta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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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system for both well-known and emerging artists. Yet,

the majority of the collaboration between corporation and

museum in Korea maintained as superficial and conventional.

Accordingly, this writer recognized the needs for a new

direction in collaborative projects between corporation and

museum that can be a more subdivided and integrated program

with utilization of education service and online space as

demonstrated in the presented cases. Furthermore, this writer

suggested ways to integrate the culture marketing concept into

corporation’s globalization or organiz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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