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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예술경영아카데미 특별과정

예술과 기업의 만남 
<예술과 기업의 유쾌한 '동행'>



1. 예술경영아카데미 특별과정

  - 교육과정 소개

2. 강의자료

  [강의1] 동행을 위한 기업의 이해

         – 최재호 (현대자동차그룹 사회문화팀 부장)

  [강의2] 사례로 보는 기업협력 프로젝트

         - 공은미 (한화 호텔&리조트 커뮤니케이션팀 과장)

         - 박필규 (GS칼텍스 CSR추진팀 팀장)

         - 문영휘 (현대아산 원가관리팀 파트장)

           ※ [강의2] 자료 일부는 저작권 및 내부자료로 배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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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소개 :

[과정 개요] 

 - 과정명: 예술과 기업의 만남 <예술과 기업의 유쾌한 ‘동행’>

 - 일시: 2018. 5. 11. (금) 13:30~18:00

 - 장소: CKL기획센터(대학로) 컨퍼런스홀

[세부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강사

13:30-14:00

(30m)

- 접수 및 등록 

- 오리엔테이션
예술경영지원센터

14:00-14:50

(50m)

동행을 위한 기업의 이해

최재호

현대자동차그룹 사회문화팀 부장

[강의]

- 기업협력 트렌드 및 전망

- 기업의 사회공헌 및 문화마케팅 목적과 기대효과

- 문화예술 사회공헌 및 문화마케팅 해외 우수 사례

[질의응답]

14:50-15:00

(10m)
휴식시간 -

15:00-17:20

(140m)

사례로 보는 기업협력 프로젝트 공은미

한화 호텔&리조트 커뮤니케이션팀 과장

박필규

GS칼텍스 CSR추진팀 팀장

문영휘

현대아산 원가관리팀 파트장

[강의_ 기업 사례]

- 기업별 문화예술 협력 프로젝트 소개 및 성과

- 사회공헌 애로사항

- 기업과 통하는 커뮤니케이션 

 * 휴식시간 포함(각 10m)

[질의응답]

17:20-17:40

(20m)
설문조사 예술경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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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1. 동행을 위한 기업의 이해

현대자동차그룹 사회문화팀 부장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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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2-1. 사례로 보는 기업협력 프로젝트

한화 호텔&리조트 커뮤니케이션팀 과장

공은미

           ※ 본 강의자료는 기업 내부자료로 배포가 불가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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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2-2. 사례로 보는 기업협력 프로젝트

GS칼텍스 CSR추진팀 팀장

박필규



GS칼텍스, 사회공헌으로 문화예술을 품다.

2018. 5. 11

예술경영지원센터 발표용

GS칼텍스(주) CSR추진팀
박필규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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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회공헌활동의 흐름

장학재단/
문화재단 설립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복지재단 설립 본격적인
기업사회공헌활동

태동

전담조직화/
자원봉사 활성화/

사회문제 관심

일자리/ CSV/
사회적가치

• 장학금 지원

• 문화예술활동 지원

• 불우이웃 돕기

• 아동/노인/장애인 지원

• 기업 봉사활동 시작

• 공익연계마케팅 시작

• 결식아동 지원

• 공부방 지원

• 다문화가정 지원

• 임직원 봉사활동

• 외부인 봉사단 운영

• 사회적기업 지원

• 메세나 지원

• Creating Shared Value

• 멘토링/재능기부

• 청년 창업 지원

• 소셜벤처 지원

• 심리정서 지원

• 사회적가치 성과 평가

•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2004년)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2005년)

• 사회적기업육성법
(2006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년)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4년)

• 사회적가치기본법
(2014년·2017년/계류중)

•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1975)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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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전사/지역 대표 사회공헌사업

아동 심리정서 예술치유 『마음톡톡 사업』

§ CSR추진팀 주관

§ 2013년 시작 / 집단예술치유 지원

§ 교육부/ 시·도교육청/ 굿네이버스/
대한민국교육봉사단/ 
대학 예술치료학과(교수진) 파트너십

여수문화예술공원 『GS칼텍스 예울마루』

§ GS칼텍스재단 주관

§ 2012년 개관 / 공연장·전시장·예술교육 운영

§ 여수시/ 지역 문화예술단체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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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톡톡 사업의 시작

경제적
책 임

법 적
책 임

윤리적
책 임

자선적
책임

Required

Required

Expected

Desired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소외

아동

2000~2012년
사회이슈 분석

정부 정책
사각지대 분석

이슈후보군
도출

(18가지)

핵심이슈
평가

(5가지)

아동빈곤 아동의료 다문화아동 장애아동 아동학대
교육지원

경제지원

정서지원

문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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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톡톡이 예술치료*에 주목한 이유

*무용·동작/음악/미술/연극 등의 예술 매체를 전문적으로 사용하여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면서, 비언어적으로

자연스럽게 표출된 내면세계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심리정서적인 문제들을 치유하는 전문 심리치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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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톡톡 사업 개요

의미 아이들의 마음을 ‘톡톡’ 어루만져서 학교와 가정에서 원활하게 ‘Talk(톡) Talk(톡)’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를 담은 GS칼텍스의 사회공헌 사업

목적 심리·정서적인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집단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
함으로써, 또래관계와 사회성 증진을 도모하고, 학교 부적응 문제 해소에 기여

매체 미술 / 무용·동작 / 음악 / 연극

특징 또래관계 특화 / 효과성 중심 / 예술치료사 중심 / 사회적가치 제고 노력

모듈
센터치유
교실힐링
치유캠프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동 대상으로 집단예술 치유 지원

일반/위기학생들을대상으로또래관계문제의예방과치유를함께도모하는예술치유지원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대상으로 2박3일간의 집중적인 예술치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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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예술치료 교수진 / 161명의 예술치료사 / 1,597시간의 교육·수퍼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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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톡톡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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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울마루* 추진 배경

GS칼텍스GS칼텍스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

§ GS칼텍스재단 출범 이후

대표적인 공익사업 아이템 필요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

§ GS칼텍스재단 출범 이후

대표적인 공익사업 아이템 필요

여수시여수시

§ EXPO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필요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場 필요

§ EXPO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필요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場 필요

*문화예술의 너울이 가득 넘치고, 전통가옥의 마루처럼 편히 쉴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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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울마루 시설 개요

• 여 수 시 : 사업부지 매입 및 인허가 지원 / 운영비 38% 부담

• GS칼텍스재단 : 시설물 조성 및 운영 / 운영비 62% 부담
사업
주체

• 부지위치 : 여수시 시전동 망마산/장도 일원

• 부지면적 : 약 21만평(망마산 약 18만평, 장도 약 3만평)
사업
부지

• 망마산 : 공연장(大 1,021석 小 302석), 기획전시장, 전망시설
야외무대(바닥분수), 해안산책로, 잔디고석정원 등

• 장 도 : 보행교량, 상설전시장, 아뜰리에, 카페, 다도해정원 등

주요
시설

• 1단계(망마산 지역) : 2010.04 ~ 2012.05

• 2단계(장 도 지역) : 2017.10~ 2018.12 

공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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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울마루3. 예울마루 조성사업 개요

상설전시장/카페상설전시장/카페

공연장/기획전시장공연장/기획전시장

아뜰리에아뜰리에

잔디고석정원잔디고석정원해안산책로해안산책로

보행교량보행교량

다도해정원다도해정원

전망시설전망시설예울마루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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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 도미니크 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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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울마루가 만든 숫자들공연관람 450,114명 / 전시관람 178,294명 (2017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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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여 모범 사례

- 여수시 공동운영 체제 도입

v 지역 문화예술의 산실 역할

- 개관 이후 이용객 총 62만명

- 문화 불모지에서 전국투어 필수코스로 자리매김

v 수도권과 지방의 예술격차 해소에 기여

- 마스터클래스 운영, 주요대학 공동 음악캠프 개최,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 등

v 지역사회 문화예술 저변 확대 기여

- 공연예절 교육, 공연장 직업체험, 백스테이지 투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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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울마루 파트너십

조성 및 운영

개관 기념
전시/공연

예울마루
음악캠프

코레일 전남본부

엠블호텔 여수 아쿠아플라넷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여수경찰서

여수음악제

여수지역 초·중·고교 애양병원

공연/전시 홍보
관람 할인 제공

지역
문화예술/복지/

교육/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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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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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2-3. 사례로 보는 기업협력 프로젝트

현대아산 원가관리팀 파트장

문영휘

           ※ 본 강의자료는 기업 내부자료로 배포가 불가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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