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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예술이란 무엇인가?
• 예술은 보편성, 특수성과 함께 환상적 또는 마법과 같은 놀라움을 표현하는 것
W.U.U. is Art. (WUUA)
- 보편성(일반성)
 공감, 일체감, 과학, 이론 및 원칙, 절대진리 등

- 특수성(구체성)
 특수한 상황에서의 개인의 구체적 선택과 그 연장선상에서의 삶, 이론 및 원칙의 적용, 상대진리 등

- 환상적 또는 마법과 같은 경이로움과 놀라움:

•Universality

“우와(WUUA), 예술적이다!”, “그림 같은 풍경”
 감동, 감탄, 사색에 잠김, 영감을 얻음,

보편성

현실도피에 의한 행복감, 꿈 같은 세계로 인도함

[공감, 과학]

 자연을 인간이 표현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인위성의 예술이 표현할 때 ‘그림 같은 풍경’이라고 함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는

변화, 창의성, 새로움 등이 필요함
 경이로움을 통해서 기존의 가치를

특수성
[선택과 삶]

예술

•Wonderness

경이로움
[놀라움]

•Uniqueness

표현하기도 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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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예술의 역할 및 의미
• 문화는 의사소통 프로토콜(communication Protocol)이고,
예술은 문화의 일종이다.

• Exploitation(지역적 최적화) vs. Exploration(탐험)
- 지역적 최적화(Local Optimization)
- 탐험은 전역 최적화(Global Optimization)를 위한 것임

• 예술에 있어서,
exploitation은 기존의 사회 가치를 계승 및 강화하여 협동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exploration은 새로운 가치를 표현하여 기존 패러다임(가치 체계)에 도전하는 것이다.
•탐험:
•지역적 최적화:
Low Risk, Low Return
(Alignment(정렬)은
지역적 최적화에 해당함)
지역적 최적화
(Exploitation)

High Risk,
High Return
(낭비, 무용지물,
새로움, 차별화)
탐험
(Exploration)

•현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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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예술과 경영
• 예술은 보편성과 특수성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편성

창의성을 발현하여 감동을 주는 것이다.
- 창의성: 새로움 + 사회적 유용성

[과학]

- 감동을 준다는 것은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 경영은 예술이다!!!
- 경영은 어떤 보편적 이론이 존재한다.

특수성

예술

창의성

[문제 해결

[선택과 삶]

방법]

- 하지만 이러한 이론은 특수한 상황하에서 특수한
방법으로 적용될 때 의미가 있다.

- 경영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조화시켜서
돈을 번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류 문명

예술

창의성을 발현시키며
이를 통해서 고객, 종업원, 주주 등

경영

관련 이해관계자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예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

 단, 예술이 경영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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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경영과 예술의 관계 변화(Lois Bartelme, 2005)
• 전통적인 예술과 경영의 관계: 사회적 투자 or후원

과거에는 예술과 경영을 독립된 관계로 파악함

- 기업이 사회적 투자 또는 후원의 형태로
예술단체나 예술가를 지원하는 것이
전통적인 예술과 경영의 관계였음

경영

예술

- 이러한 관계는 기업과 예술가 모두에게 이로움
- 더불어 기업의 조직구성원들과 지역사회에 혜택을 줄 수 있음

• 오늘날 예술과 경영의 관계:

오늘날 예술과 경영을 상호 교집합 관계로 파악함

예술적 지식과 감각을 경영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

- 예술과 경영의 새로운 관계는 경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술

경영

창조적인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예술적 지식과 직관을
이용하는 것임

- 경영문제를 해결하는데

향후, 예술과 경영이 통합적 관계로 발전할 것임

예술분야의 기술들을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
예술

• 향후 예술과 경영의 관계:

경영

예술과 경영이 통합적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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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예술기반경영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 기존의 예술기반경영은 주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었고, 간접적인 활동이 주를 이룸
- 기존의 예술기반경영은 기업이 예술작품을 사는 것과 같은 재무적 목적이나, 예술가 또는
문화이벤트를 후원하여 기업을 홍보하는 목적이었음

- 자동차나 가구같이 제품의 디자인이 중요한 산업분야에서는 예술적 요소(색, 재료 등)를 제품에
반영하여 마케팅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임
 General Motors: “우리는 예술경영(the art business)을 하고 있으며,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움직이는

조각품을 운송수단으로 제공한다"(Hakim,2004)

- 또는 직원들의 업무공간을 편안하고 창의력을 자극하는 분위기로 바꾸기 위해 사무실이나 로비에
예술작품을 배치한다던가, 예술적 요소(색, 구성, 배치 등)를 반영하여 사무실을 꾸미고,
직원복지차원에서 예술공연 및 전시회를 관람하는 등 간접적인 활동들이 주로 사용되어 왔음

• 1990년대 IT기술혁명은 예술기반경영이 조직관리의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음
- 하지만 IT기술혁명과 함께 발생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은
조직원들에게 많은 기술들을 익힐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직원들의 기술계발(Skill Development)등

조직관리 차원에서 사용 되기 시작함 (Lois Bartelm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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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예술기반경영의 활용범위 확대
• 최근 10년간은 예술과정, 예술조직, 예술작품 등 예술을 통해 직접 배우고, 느끼고,
표현하는 직접적인 활동이 증가하여 왔고, 적용되는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음
- 최근의 예술기반경영 활동들은 리더십개발, 창의성 발휘, 커뮤니케이션 및 프리젠테이션 기술향상,
기업의 가치 및 비전 표현 및 전달, 정보의 전달 등의 차원에서 예술을 이용하고 있음
 비전을 그림으로 제시함
 시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기업의 미션을 더 자세히 표현할 수 있음
 음악 앙상블을 통해, 협력을 이용하여 높은 성과를 내는 방법을 배움
 재즈연주를 통해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는 관리능력을 강화할 수 있음
 그래픽 레코딩에 의해서 발표 내용을 잘 전달하고 이해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창의적 사고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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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기반경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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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기반경영의 현황: 경영대학원의 교육과정에 도입
• 경영 대학과 MBA과정의 커리큘럼에
예술기반경영 관련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있음(Darso,2005)
- 뉴욕의 Baruch College of the City University에서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오케스트라(Orpheus
Chamber Orchestra)를 초청하여 조직관리에 대해 배움
- 1995년부터 메사추세츠 Babson College의 2년 과정 MBA에서는 첫 학기에 모든 학생들에게 예술에
관한 강도 높은 수업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술을 통한 창의력 교육을 위해 1997년부터 현재까지
The Sorenson Center for the Arts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Columbi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의 Senior Executive Program(CSEP)에서는

리더십과 팀웤을 가르치기 위해 재즈, 연극, 그림 컬렉션 등 예술을 활용하고 있음
- 현재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Oxford University’s Strategic Leadership Program(OSLP)에서는 시, 연극,
음악 등 예술을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음

- 이 외에도 미국의 Harvard University, University of Pennsylvania, New York University, University
of Chicago등의 학교에서 예술과정을 경영대학 커리큘럼에 도입하였으며, 유럽의 Cranfield School of
Management in UK, Nyenrode University in The Netherlands, Copenhagen Business School 등에서
예술과 경영의 시너지를 찾는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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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기반경영의 현황: 예술기반경영 지원단체 및 컨설팅 프로그램
• Americans for the Arts의 Arts & Business Partnership 프로그램
- 미국 예술지원단체인 Americans for the Arts에서는 2005년부터
기업과 예술공동체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Arts & Business
Partnership 프로그램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경영과 예술 공동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홈페이지 http://artsusa.org

제공하며, 예술의 지식이 비즈니스에 활용된 모범사례를 홍보하고 있음

• Arts and Business의 컨설팅 프로그램
- 1979년 영국에서 설립되었으며, 기업의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예술의
활용에 대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고객에는 American Express, Deutsche Bank, Unilever, TLT Solicitors,

Anglian Water, Aston Business School, Cambridge Airport,
Essex&Suffolker Water, Jarrold, The Midland, May Gurney등 이

포함되어 있음

- 예술가에게 경영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
- 예술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회사와 예술가를 연결시켜줌
홈페이지 http://artandbusiness.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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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기반경영의 현황: 연구 네트워크(Research Network)
• AACORN(Arts, Aesthetics, Creativity, and Organization Research Network
- 조직, 경영 그리고 업무환경 분야의 연구자 200여명이 소속되어 있음
- 이 네트워크는 온라인으로 연구에 필요한 자원 및 자료를 제공함

- 이 네트워크는 학문적인 그룹이지만 많은 예술가와 경영자들이
포함되어 있음

홈페이지 http://aacorn.net

- AACORN멤버들은 매년 Fringe Café라 불리는 세미나를 개최함
- 2012년 9월에도 뉴욕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임

• IDRIART(Initiative for Development of Intercultural & Interdisciplinary
Relations Through the Arts)

- 예술가, 경영자, 학자로 이루어진 대규모 네트워크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예술이라는 테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창조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임

- 예술을 경영에 적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술 치료 등 예술의 사회적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홈페이지 http://www.mihavis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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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기반경영의 현황: 컨퍼런스(Conference) 개최
• APROS(Asia-Pacific Researchers in Organizational Studies) Conference:
4 – Art and design in management

- 2011년 11월 29일~ 12월 1일 개최 예정

- 시, 연극, 조각품, 그림, 음악 등 예술과 경영의 관계에 대한 연구
- 경영/관리자 교육에 있어서 예술의 활용에 대한 연구
- 기존 경영이론을 발전시키는데 예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
홈페이지 http://www.apros.org/archives/24

• The Art of Management & Organization conference in Europe
- 2002년부터 런던을 시작으로 2년에 한번씩 개최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었음

- 조직관리 및 조직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예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탐구하고 조직에서 예술의 활용을 촉진시키는 것이 목적임
홈페이지 http://www.aesthesiscrea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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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기반경영의 현황: 경영에서 예술의 활용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 A CoLLab at Learning Lab Denmark 연구 프로젝트 진행
-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프로젝트 진행

- 기업들과 연구자들 그리고 예술가들의 협력조직
- 7개의 연구컨소시엄이 예술과 경영의 상호작용과 예술을
조직적/사회적 변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의
홈페이지 http://www.dpu.dk

활용방법에 대해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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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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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기반경영: 전망 및 과제
• 예술기반경영은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며,
따라서 예술기반경영은 미래에 기업의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핵심역량이 될 것임

• 예술기반경영의 활동(Activities)와 효과(Benefit)간의 관계를 정교하게 측정해야 함
- 예술기반경영활동의 가치 또는 혜택은
조직구성원들의 행동 변화, 경영 프로세스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유∙무형의 자산 형성으로 나타남
- 하지만, 직접적인 예술작품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고는,
예술에 기반한 경영활동들은 효과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예술기반경영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예술기반경영 활동의 분류를 정교화하고
각 활동에 따른 효과의 측정 도구 및 적용 방법론을 구축해야 함

• 예술기반경영의 적용을 위해서는 기업의 제약조건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함
- 특정 기업에서 발생하는 제약조건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예술기반경영 활동이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함
 제약조건에는 기술적 제약조건과 행태적 제약조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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