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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기업의 양적 성장추구와 이윤

의 극대화는 기업목적 달성의 측면에서 정당화되어 왔

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과도한 실리추구로 불안정한 

경기 순환과 함께 극단적인 소득격차와 양극화, 실업

문제, 환경오염 등과 같은 사회문제가 생겨났다. 오늘

날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

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공동체 의

식을 근간으로 한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및 인권 수호 

등의 공익추구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Ko, 2010). 변화된 사회 분위기는 소비자들이 기

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소비의식을 

고취했고 사회적 책임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윤리적 

소비가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Lee & Kim, 

2011).

최근 자주 언급되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와 같이 사회적 ·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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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비재무적 활동은 기업에 대한 주요 투자 지표로

서 평가되고 있다. 그리하여 기업들은 재무적 요소만

을 고려했던 전통적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가치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기부, 봉사활동, 환경보호 및 문

화예술지원 등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

다. 이 중 문화예술지원은 기업의 재정적 지원으로 예

술가들의 작품활동을 도울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에 대

한 대중의 접근성을 향상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

공헌활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지원은 소비

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줌과 동시에 소비자

의 구매 의도에도 영향을 미친다(An & An, 2017). 제품

의 물리적 특징보다 이미지와 심리적 효용 가치가 더 

중요한 패션기업들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문화예

술지원을 통해 사회공헌과 함께 이미지 쇄신 및 차별화

된 마케팅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일부 패션기업

들의 노골적으로 상업성을 띠는 문화예술지원은 사회

공헌이라는 허울로 이윤을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

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변화된 사회와 소비문화는 

문화예술지원에 접근하는 패션기업의 인식 전환을 요

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패션기업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영활동을 자발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경쟁우위

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볼 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자선적 성격의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소비자 구매 행동에 미

치는 영향(Lee & Shin, 2010),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관한 연구(Jeong & Rhee, 2018),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 이미지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Jeon, 2011) 등으로 주로 소비자 구매 행동과의 관

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윤리적 

패션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 방안 연구(Yong, 2016), 

윤리적 패션소비에 따른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의 차이(Park, 2017) 등과 같이 사회적 책임 

중에서도 윤리적 책임 활동에 집중하여 연구되고 있

다. 패션산업 내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서의 문화예술

지원은 한국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부분에서 제한

적으로 연구되었고, 패션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측면에

서 문화예술지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부족한 실

정이다. 나아가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공격적인 투자

로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럭셔리 패션브랜드가 가진 

자본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질 것이 예측되는 현시점에

서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문화예술지원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마케팅 전략으로 이용되고 있는 패션

기업의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고, 사회

공헌활동으로서의 문화예술지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

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

회공헌활동과 문화예술지원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문화예술지원의 사회공헌적 특성을 도출하

였다. 둘째, 럭셔리 패션브랜드가 수행한 문화예술지

원 사례의 사회공헌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Pierre 

Bourdieu의 문화자본론 측면에서 럭셔리 패션브랜드

의 사회공헌활동으로서의 문화예술지원에 대해 논의

하였다.

II. 이론적배경

1.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서의 문화예술지원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

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에 속한 하나의 영역으로

서 가장 발전된 사회의 기업이 수행하는 적극적인 책

임 범위의 단계이다(Kim, 2010). 그러므로 사회공헌활

동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속한 CSR에 대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CSR은 1930년대부터 연

구되기 시작하였으나, 일반적으로 Bowen(1953)의 정

의인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는 시각에

서 의사결정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하여

야 한다는 기업의 의무를 토대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

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Bowen(1953)은 경제적 측면의 

이윤추구보다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가치를 우선하는 

자선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Carroll(1991)

에 의해 CSR은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순의 4단계의 피라미드 구조<Fig. 1>로 분

류되어 그 책임 범위가 넓혀졌다. 구조상 가장 하단에 

있는 경제적 책임부터 자선적 책임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Carroll(1991)은 각 책임 

간의 중요도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각 책임 간의 선후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

자본주의가 확대된 현대 사회에서는 기업으로 부

가 편중되어 빈부격차를 불러왔지만 기업의 부가 사

회로 환원되지 않을 경우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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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arroll’s pyramid of CSR. 

Adapted from Carroll (1991). p. 42.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 속에 존재하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기업의 장기적 성장

을 위한 토대로서의 자선적 책임은 기업의 선택적 의

무이지만 경제적 책임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책임

이다. 이러한 자선적 책임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추

구하는 박애적 성격의 사회공헌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Lee & Kwak, 2015).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교육, 의료, 문화예술, 지역

사회조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중 문

화예술지원은 문화예술을 소비하고 공유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다수의 기업이 선택하는 영역 중 하나

로 사회공헌활동으로서의 다양한 동기와 특성을 보인

다. Lee(2013)는 기업의 문화예술지원에서 사회적 책

임과 공헌 동기는 기업이 문화예술을 후원함으로써 

자선적 의도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

로 공공성, 지속성, 진정성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Song and Jeon(2017)은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활

동이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순수

성, 공익성, 호감도, 사회공헌, 충성도의 다섯 가지 성

격을 도출하였으며, 이 중 순수성, 공익성, 사회공헌이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Lee and 

Moon(2007)은 기업이 소비자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

해 수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의 효과 연구에서 윤리성, 

진정성, 일치성의 세 가지 특성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비윤리적 기업이 진정성을 의심받는 방법을 통해 사회

공헌활동을 수행할 경우 소비자는 그 기업에 대해 가

장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Kwon et al.(2013)은 공유 가치 창출을 통한 기업의 문

화예술지원 연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하

게 되면 기존의 생산된 몫의 분배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회공헌의 폭이 제한적이고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

음을 지적했다. 한편 Kim(2014)은 문화예술을 공적 영

역으로 간주하여 문화예술지원에서의 정부와 기업

의 거버넌스 체계 연구에서 다수와 공동체를 위한 공

공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공공성을 가진 문화예술

지원 전략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

의 요구에 대한 부응과 기업의 이익추구를 병행하는 것

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 논의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기업

의 문화예술지원이 사회공헌적 성격을 가지기 위해서

는 크게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공공성, 장기적이고 거

시적 측면의 지속성, 수행 동기와 행위가 부합하는 진

정성의 세 가지 특성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근래의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으로서의 문화예술

지원은 박애적 성격의 초기 정의와는 달리 전략적 마

케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문화예술지원 또한 과거에는 기대이익을 간접적으로 

얻는 사회공헌적 성격의 문화예술지원이 주를 이루었

지만, 최근의 럭셔리 패션브랜드가 전개하는 문화예

술지원은 문화예술행사를 주관하거나 갤러리나 박물

관 등을 운영하는 동시에 제품 홍보나 판매 촉진의 공

간으로 활용하여 실리적인 상업성을 띤다(Kim & Ga-

ang, 2012). 이 같은 문화예술지원 성격은 대중의 사회

적 기대와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비의 주

체인 Z세대의 강한 윤리적 신념에 어긋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책임 중에서도 자선적 책임에 해

당하는 사회공헌의 목적으로서의 문화예술지원에 의

미를 집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문화자본론과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문화예

술지원

사회학자 Bourdieu(1986)는 �The forms of capital�

에서 자본의 개념을 확장하여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

회자본, 상징자본의 네 가지로 자본을 분류한 문화자

본론을 설명했다. 그 중 문화자본은 경제자본과 같이 

투자와 축적이 가능하고 다른 자본으로 환원되기도 하

여 지배 계급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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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한다. 지배 계급은 다양한 유형의 자본을 소유하

고 있는데 그 구성원들은 소유자본의 비중에 의해 특

징지어지며, 지배 계급의 피지배 부분은 문화자본이 

경제자본보다 더 큰 영역을 차지한다(Bonnewitz, 1997). 

또한, 사회적 신분은 취향의 차이로 구별되고 문화자

본은 그 차이를 이용하여 권력과 지배를 정당화하고 은

폐하는 역할을 한다(Bourdieu, 1979/1984). 이러한 문

화자본이 계급 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은 럭셔리 패션브

랜드의 주 소비자층의 높은 사회적 위치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여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문화예술지원의 요인

으로 작용한다.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문화예술지원 동기는 주 소비

자층의 취향 및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되어 있으며, 브

랜드 이미지를 차별화하기 위해 엘리트적 소비문화를 

형성하고 귀족적 생활방식과 취향을 활용하여 럭셔리

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von Wachenfeldt, 2018). 역사

적으로 문화예술의 후원은 귀족과 상류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후원은 하나의 고급문화로 자리 잡

았는데 르네상스 시대의 귀족 계층과 부유한 상인 계급

은 예술애호적 동기 외에도 예술가에게 그들의 요구와 

취향을 반영한 작품을 제작하게 하여 그들을 선전하고 

미화하는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예술을 후원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럭셔리 패션브랜드 또한 문화예술지원

을 통하여 매스 패션브랜드와 구별 지을 뿐만 아니라 

높은 경제적 · 사회적 지위를 가진 소비자들의 차별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문화예술지원은 럭셔리 패션브랜

드의 경영자들이 가진 예술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문화적 자본을 드러내고, 그들이 문화적 엘리트 계층

에 속함을 나타내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차별화를 

공고히 한다(Geczy & Karaminas, 2012). 더불어 문화예

술지원을 통해 전략적으로 예술가를 후원하거나 협업

하여 자사 제품에 예술 작품과 같은 희소성을 부여하고 

예술이 가진 아우라와 권위를 가져와 럭셔리 패션브

랜드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상징적 자본을 획득

하는 동시에 사치와 과시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

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또한 패션이 가진 찰나의 일시

적인 이미지에서 예술의 영구적이며 중요한 이미지로 

변모시켜 예술과 문화가 상업적으로나 정치적 맥락에

서 발휘하는 힘을 얻고 문화를 정의하는 역할을 한다

(Grassi, 2019). 럭셔리 패션브랜드가 후원을 통해 접근

하는 예술의 장(field)과 같은 상징적 재화를 생산하는 

장은 그 행위자들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음을 전

제로 하며, 이러한 장에서는 재화의 교환이 화폐로 일

어나지 않는 무사무욕을 내포한다(Bonnewitz, 1997). 

즉, 예술의 장에서 중시되는 자본은 상징적인 것으로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문화예술지원에서도 경제자본

보다는 상징자본이 우선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문화예술지

원의 동기가 사회공헌일 경우에는 대중에게 경제자본

에 중점을 둔 활동으로 비칠 경우 부정적인 반응을 얻

을 수 있다.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 원인을 찾기 위한 추

론 과정인 Jones and Davis(1965)의 귀인이론(attribu-

tion theory)에 따르면 상업적 측면의 문화예술지원은 

소비자들의 기업 이미지 인식을 부정적으로 변하게 한

다. 즉,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문화예술지원 동기가 사

회적 기여 목적의 순수성을 띨 때 소비자들의 적극적 

수용을 끌어낼 수 있지만 이윤추구나 마케팅 목적으로 

귀인되면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러한 소비자들의 인식의 변화로 인해 럭셔리 패션브랜

드의 자선적이고 비상업적 성격을 가진 사회공헌활동

으로서의 문화예술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III. 연구방법및범위

연구의 방법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문헌연

구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서 전개된 문화예술지

원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로 기업윤

리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 경영학 및 사회학 분야 등

의 관련 서적과 논문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

념을 고찰하고, 문화예술지원의 사회공헌적 특성을 도

출하여 본 연구의 분석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럭셔리 

패션브랜드와 예술과의 관계를 다룬 관련 서적을 중심

으로 럭셔리 패션브랜드가 수행하고 있는 문화예술지

원 동기를 살펴보고 Bourdieu(1979/1984)의 문화자본

론의 관점에서 그 특성을 논의하였다.

사례연구로는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문화예술지원 

사례를 수집하여 도출된 사회공헌활동 특성으로 분류

하여 분석하였다. 사례의 수집은 신문 및 보도자료, 온

라인 매거진 등에 ‘fashion brand’, ‘art’, ‘patronage’, 

‘support’, ‘sponsor’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기사화된 

사례로 한정하였고, 연구범위로는 UN의 주도로 출범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발적 국제협약인 UN 

Global Compact가 출범한 2000년도부터 최근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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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수집하였다. 사례연구 대상으로는 영국의 회계

법인 Deloitte(2020)에서 발표한 �Global Powers of 

Luxury Goods 2020�의 100개 기업을 참고하였다.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패션브랜드를 소유한 상위 25개 기업 

중 홈페이지에 CSR 활동을 명시하고 있으며, 세계 4대 

컬렉션에 참여하고 의류 제품의 비율이 높은 ‘LVMH’, 

‘Kering Group’, ‘Chanel Limited’, ‘Hermès Internatio-

nal’, ‘Prada Group’ 등 7개의 기업을 선정하였다. 그리

고 해당 기업이 소유한 패션브랜드 중 코스메틱과 액세

서리만을 취급하는 브랜드를 제외한 21개의 패션브랜

드로 한정하였다. 

선정한 패션브랜드를 대상으로 기업의 문화예술지

원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공공성, 

지속성, 진정성의 사회공헌적 특성을 지닌 사례를 분

류하였다. 최종적으로 Tod's, Prada, Hermès, Gucci 등

의 패션브랜드 차원에서 수행한 10개의 대표적 문화예

술지원 사례를 추출하였으며, 사회공헌적 목적에서 

‘LVMH’, ‘Prada Group’ 등의 글로벌 패션기업이 설립

한 3개의 비영리 문화예술재단의 대표적 사례를 추가

하였다. 추출한 문화예술지원 사례를 세 가지 사회공

헌적 특성에 배치하고 이를 다루고 있는 기사를 중심으

로 분석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서의 문화예술지원

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도 박애적 성격

을 지닌 자선적 책임에 해당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중점

을 두었다. 자선적 책임은 기업의 선택적 의무에 속하

고 소규모의 기업이 가진 자본력으로는 경제적 책임보

다 자선적 책임을 우선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

다. 더불어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다수의 럭셔리 패션

브랜드를 보유하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설정한 기간에 비해 선정된 사례연구의 대상의 

폭이 좁다는 한계를 가진다.

 

IV. 럭셔리패션브랜드의사회공헌으로서

의문화예술지원특성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문화예술지원 사례는 CSR 중 

경제적 책임에 입각한 상업적 성격의 동기를 가진 지원

의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대중의 소비성향이 가치 중심

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에 따라 사회공헌활동으로서의 

문화예술지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

예술지원의 비상업적인 동기, 즉 사회공헌적 성격의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문화예술지원에 중점을 두어 사

회적 책임에 기반한 문화예술지원이 추구하는 기본적 

구성 요소를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분류에 기초하여 

공공성, 지속성, 진정성의 세 가지 특성을 가진 사례를 

분석하였다.

 

1. 공공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공공성은 문맥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개념을 포괄하고 있으며 최근 예술 영역에

서 공공성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대

비되게 예술과 연관된 학문인 미학이나 예술학의 입장

에서 공공성은 생소한 개념이며, 미학 전체의 차원에

서 공공성의 개념을 다루기보다는 근래에 생긴 공공 미

술이라는 장르와 개념을 통해 공공성을 접근한다(Kim 

et al., 2008). 그리고 예술계에서의 공공성이라는 개념

은 미학적 접근보다는 사회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으

므로 공공성은 미학적으로 불변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또한 Han(2015)은 예술에서의 공공성은 정책

이나 행정, 경제적 논리에서 시작하였다고 보고, 공공

성의 개념을 국가, 정부, 공공 기관의 정책이 다수에게 

공익을 추구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적인 것으

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

에서는 문화예술지원의 공공성을 사회적인 개념을 바

탕으로 문화예술로 다수의 이익을 추구한 개방적 성격

을 지닌 것으로 정의하여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문화재 복원사업을 통한 문

화예술지원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으

며 경기 침체로 타격을 입은 정부의 문화재 예산을 줄

여 사회적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다수의 이익을 추

구하는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재 

재건사업은 이탈리아의 럭셔리 패션브랜드들의 활

동이 두드러지는데 Fendi는 트레비 분수의 복원을 위

해 ‘Fendi for Fountains’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12만 

유로를 기부하는 단독 후원자가 되었고, Prada는 밀라

노에 있는 갤러리아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의 복원

을 후원하였다. 그리고 Tod's의 Diego Della Valle 회장

은 2500만 유로를 기부하여 콜로세움<Fig. 2>의 복원

사업을 후원했다. Tod's는 복원사업 후원을 상업적 투

자가 아닌 자선적 의도의 지원이라고 강조하였으며 

기업주의 신념으로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

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후원에 대해 �The Wall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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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sseum.

Adapted from Rose (2012). 

https://www.thetimes.co.uk

Journal�의 기자 Martin(2013)은 Valle 회장이 이탈리

아의 랜드마크인 콜로세움을 복원하는 것으로 그의 

부를 나라에 환원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브랜드

의 설명과는 달리 복원 후 콜로세움의 입장권에 Tod's

의 로고를 인쇄하는 후원의 대가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홍보 효과를 노리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었기 때문에 전략적인 문화예술지원이

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문화

재 복원사업 후원에 대해 London's Future Laboratory

의 트렌드 예측기관 LS: N Global의 편집자인 Lucie 

Greene은 문화재 복원사업 후원이 대중의 반향을 불

러일으킬 수 있지만 고가 상품의 소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지적했다(Adams, 2014). 그리고 럭셔리 패

션브랜드가 순자산 가치가 높은 고객의 행동을 모방

하여 그들이 가진 자선원칙에 부합하도록 돕고 있다

고 덧붙였다. 즉, 문화재 복원사업의 후원은 공공성에 

기반하고 있지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소비자들의 생

활양식과 가치관에 맞춘 전략적 문화예술지원이라는 

측면 또한 존재한다.

한편 공공성에 기반한 문화예술지원으로 예술 박물

관의 설립을 들 수 있다. LVMH는 Fondation Louis Vui-

tton을 운영하고 있으며 Gucci는 Gucci Museo를, Erme-

negildo Zegna Group은 Fondazione Zegna를 설립하여 

자체적으로 예술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Pra-

da Group도 1993년에 현대 예술과 문화를 전담하는 기

관인 Fondazione Prada<Fig. 3>를 개관하여 예술가들

의 전시를 후원하고 있다. Fondazione Prada는 밀라노

의 중심이 아닌 도시 외곽에 자리 잡고 있으며 과거에 

산업 단지였던 공간을 개조하여 예술 공간으로 변모

Fig. 3. Fondazione Prada.

Adapted from Fondazione Prada (n.d.).

http://www.fondazioneprada.org

시킴으로써 해당 지역을 사회 문화적, 산업 경제적으로 

부흥시켰다. 더불어 박물관에서 예술 작품전시를 주최

할 뿐만 아니라 현대 철학 컨퍼런스, 리서치 전시회, 영

화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대중이 쉽게 문화예술

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Prada의 행보에 

이탈리아 미술사 학자 Salvatore Settis는 민간 재단이 대

중에게 공개되는 영구 예술 기관을 만드는 것은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깊은 의미를 가지며 이탈리아에서는 

전례가 없는 프로젝트라고 평가했다(Vogel, 2015). 또

한 해당 재단의 프로젝트 디렉터 Astrid Welter는 이탈

리아의 공공 미술관과 박물관이 계속된 투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시점에서 사립예술단체가 문화유산

을 보호하고 홍보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며, 현대 미술

을 위한 공공 박물관이 없었던 밀라노에 Fondazione 

Prada가 위치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적 격차를 메웠다고 

하였다(Ellis-Petersen, 2014). 이러한 Prada의 예술 박

물관의 운영은 예술가에게 전시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쇠락한 지역을 재건하고 공공 문화예술공간을 

대중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성의 의의가 있

다.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문화재 복원사업 후원 및 예

술 박물관의 운영은 국가와 공공 기관의 문화기금만

으로 충족이 어려운 문화예술영역의 자본 사정을 해

결하여 사회적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다수의 

공익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예술지원은 대

중의 미적 경험과 공동체 의식 형성을 돕는 공공성에 

기반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Tod's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문화예술지원은 세제 

혜택과 홍보 효과 등의 실질적 대가를 얻으려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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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지고 있으며,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주된 고객층

인 경제적 · 사회적 지위가 높은 소비자들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부합하는 활동으로 그들에게 긍정적 이미

지를 얻고자 하는 전략적 동기가 기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지원에는 

공익을 위해 지역사회를 존중하고 상생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상업적 목적을 가진 지원이라면 이

면의 계약으로 대중을 속이는 행태를 지양하고 지원 

내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요구된다.

 

2. 지속성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지속성에는 대중의 인식이 

중요하다. Kim and Kwak(2003)은 기업이 특정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지원을 할 경우 지원하는 문

화예술영역의 긍정적 이미지를 기업의 이미지로 전이

시키는 것에 매우 효과적임을 밝혀냈다. 또한, 지속적

이고 장기적인 문화예술지원이 소비자에게 인식될 경

우 긍정적 반응을 끌어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도출하였다. 이처럼 문화예술지원의 지속성은 지

원하는 예술의 이미지를 럭셔리 패션브랜드에 전이시

키는 데 도움을 주어 예술이 가진 희소성과 아우라를 

패션브랜드에 덧입히는 효과를 지닐 뿐만 아니라 소비

자의 호의적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 더불어 문화예술

영역의 입장에서도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지속적 지원

은 문화예술영역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

술영역의 장기적 발전과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한 활동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속성을 가진 문화예술지원의 대표적 예로 예술상

의 운영을 들 수 있다. Chanel은 예술 분야의 인재 양성

을 위해 Chanel Next Prize를 수여하고 있으며, Loewe

는 Craft Prize를 통해 장인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현

대 공예가의 공로를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Hermès도  2000년부터 지속해서 에르메스 재단 미술

상을 한국의 현대 미술 작가에게 수여하고 있다. 그중 

한국어 발음 미술상(Missulsang)을 그대로 사용하는 

Hermès의 미술상은 한국의 Turner Prize로 불릴 정도

로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는다(Kim, 2017). 심사위

원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미술계 인사들과 전문

가들로 구성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며, 

심사과정 자체로도 국제 미술계에 한국 작가를 홍보할 

기회가 된다. 그리고 한국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며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Atelier Hermès<Fig. 4>를 운영하여 미술상 

수상 작가의 작품전시 공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

다. 이와 같은 기업의 예술상 운영에 대해 한국미술경

영연구소장인 김윤섭은 기업은 수상 작가의 작품을 

아트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고, 소비자들을 위한 문화

서비스의 일환으로 전시회를 연계할 수 있어 지속가

능한 부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였다(Kwak, 2011). 

즉, Hermès의 미술상의 지속적 운영은 한국의 현대 

미술 발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브랜드에게도 지속성을 가진 마케팅 효과를 가지

게 한다는 것이다. 1991년부터 2003년까지 13년간 Tur-

ner Prize를 후원했던 영국의 지상파 방송사 Channel 

4의 예술 담당 에디터 Janey Walker는 후원의 목적이 

경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사의 예술에 대한 높은 관

심을 대중에게 노출하는 것은 광고 수익을 넘어서는 

가치를 가진다고 하였다(Wu, 2002). 즉, 방송사의 문

화예술지원은 문화자본이 되어 그것이 대중에게 드

러나는 순간 그 가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자

본이 된다. 현재 화두가 되는 지속가능성은 사회적 · 경

제적 지위가 높은 소비자들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자리 

잡았고, 이러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문화예술지원도 단기적 수익의 극대화보다

는 지속성을 가진 가치 창출의 일환 중 하나로 예술상

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럭셔리 패션브랜드는 직접적으로 예술가의 작

품활동을 후원하는 방식으로도 문화예술지원을 하고 

있다. Celine는 Celine Art Project를 통해 예술가에게 

Fig. 4. Atelier Hermès.

Adapted from Hermès (2020). 

https://www.hermes.com/kr/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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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한 작품을 전 세계 매장에 전시하고 있으며, Bot-

tega Veneta는 온라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예술가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Gucci도 Chatsworth House와 파트너

십을 맺어 예술가들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작품활동

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Artist In Residence Pro-

gramme <Fig. 5>을 운영하고 있다(Hunt, 2019). Gucci

는 2018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이탈리아관 및 다양한 

전시회를 후원하는 등의 문화예술지원을 일련의 장

기적 프로젝트로 이어왔다. 그 중 레지던시 프로그램

은 예술가에게 특정 공간에 거주하도록 하고 작품활

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며, 여러 예술가와 예술

계 인사와 교류하며 창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다. 해당 프로그램의 첫 번째 작가인 Rachel Feinstein

은 2015년부터 Gucci와 지속적인 교류와 협업을 하였

으며 그 협업을 통해 작품에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Honigmann, 2019). 또한 프로그램은 작가의 작품활동 

과정을 돕는 것과 동시에 작품을 5년간 전시할 수 있

는 공간을 레지던스 내에서 제공하여 작품을 대중에게 

오랜 시간 동안 공개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레지

던시 프로그램과 같이 작가의 작품활동 과정을 돕는 

성격의 문화예술지원은 지속성을 가지고 예술가의 창

작활동을 도울 뿐 아니라 다른 작가 및 큐레이터나 딜

러와 같은 예술계 인사들과의 교류로 네트워크를 형

성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사회와

의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술 교육 및 

강좌 등으로 확장할 수 있으므로 지역문화 발전을 돕

는 의의가 있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지속성을 가진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문화예술지원

Fig. 5. Artist in residence programme.

Adapted from Hunt (2019). 

https://www.elle.com

은 주로 예술가를 지원하는 형태로 문화예술작품의 

구현가능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문화예술발전을 이끌

어내고 있다.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높은 인지도는 예

술가와 작가들의 작품성을 대외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게 하였고, 장기간 쌓아 올린 문화예술지원의 권위

와 독보적 입지는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지위를 공고

히 하고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양측의 발전

과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나아가 지속성을 가진 문

화예술지원은 단기적이거나 일회성의 문화예술지원

보다 순수한 목적의 활동으로 대중에게 귀인되어 긍

정적인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 즉, 지속성은 또 다른 특

성인 진정성과 연관되어 있으며 단기적 지원은 사회

공헌활동으로 인식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이고 지속

성을 가진 문화예술지원이 필요하다.

 

3. 진정성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진정성은 내부적 상황과 외

부 공중에게 전달하는 수행 동기의 일치로 가늠할 수 

있다(Bae, 2018). 통상적으로 기업은 이타적인 목적으

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대중은 

사회공헌활동을 이타심에 기반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

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하여 기업

의 사회공헌활동의 진정성은 대중에 의해 이타심의 유

무로 평가받는다. 기업의 가장 기본적 목적인 영리추

구는 이타심과는 대치되기 때문에 사회공헌활동의 진

정성을 끊임없이 의심받게 되는데 이러한 의심으로부

터 자유롭기 위해 일부 럭셔리 패션브랜드에서는 비영

리 재단을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CSR 중 경제적 책임인 영리추구를 배제한 자

선적 목적의 문화예술지원을 진정성을 가진 활동으로 

보고자하며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베를린에 기반을 둔 예술가 Michael Elmgreen과 In-

gar Dragset은 서부 텍사스 고속도로 가장자리에 Prada 

매장을 본뜬 작품인 Prada Marfa<Fig. 6>를 설치하였

다. 이 작품은 90년대의 신자유주의 경제의 부흥 속에

서 성장한 고가 상업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적으로 제작

되었으며(Zara, 2019), 작가 Elmgreen은 �Texas Mon-

thly�와의 인터뷰에서 사막 한 가운데에 위치한 Prada 

Marfa는 럭셔리 패션산업에 대한 비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Mari, 2013). 작가는 Prada와는 상업적인 관계 

가 아님을 언급하였으며 실제로 해당 작품은 지역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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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ada Marfa.

Adapted from Nordenskiold (n.d.). 

https://www.ballroommarfa.org

미술관인 Ballroom Marfa와 협업하여 뉴욕의 비영리 

기관 Art Production Fund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다. 

작품의 럭셔리 패션산업에 대한 비판적 성격에도 불구

하고 Miuccia Prada는 직접 진열할 신발과 가방을 골라

서 제공하였으며 브랜드의 로고 사용을 허용하였다. 이

러한 행보는 재정적으로 작품을 후원한 것은 아니지만 

브랜드의 경영자인 Prada가 가진 문화자본을 바탕으

로 작가가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후

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술사회학 박사 Nicky Ryan은 

Prada가 Prada Marfa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취

함으로써 브랜드의 위상과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혁신적이고 비판적이며 자유로운 가치의 이미

지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했다고 평가했다(Geczy & Ka-

raminas, 2012). Prada는 패션사업과 예술에 대한 관심

을 분리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빈번하게 언급하

였으며, 패션의 상업적인 면을 비판하고 현대 미술이 

지적이고 진지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Kimmelman, 

2008). 이와 같은 인식은 작가의 작품성향이 패션산업

이나 자사 브랜드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

라도 해당 작가를 후원을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이윤과 영리를 추구하여 문화예술지원을 한다는 의심

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Prada Group과 LVMH는 순수한 자선적 

문화예술지원을 위해 모기업과 분리된 비영리 문화

예술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LVMH의 Fondation 

Louis Vuitton은 2006년에 창설되었으며 최고 경영자 

Bernard Arnault는 수년간의 후원과 예술에 대한 개인

적인 열정을 바탕으로 예술가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동

시에 창의력으로 영감을 주는 선순환의 목적으로 파리

에 재단을 설립하였다고 밝혔다(Chen, 2015). 해당 재

단의 건물<Fig. 7>은 공공 토지를 55년간 임대하여 운

영되고 임대 기간이 끝나는 2062년에 시에 양도되어 

공공 소유가 된다고 공개되었다. 그러나 2018년 11월 

프랑스 감사 법원의 보고서에서 2007년부터 2014년까

지 재단의 주요 활동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 건물의 

건축인 것으로 드러났고, 사기와 세금 회피에 대한 혐

의로 프랑스 반부패 단체인 FRICC(Front Républicain 

d'Intervention Contre la Corruption)에게 고발을 당해 기

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Sutton, 2018). 또한 재단

의 건물이 세워진 Bois de Boulogne의 자연보호지대에

는 법규에 따라 1층을 초과하는 건물의 건축이 금지되

어 건축허가 승인에 있어 지역단체의 반대에 부딪혔

다. 하지만 프랑스 국회가 이 프로젝트를 전 세계를 위

한 주요 예술 작품이라고 공익을 주장하며 개입하였

고, 이에 50 m 이상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층을 나누

지 않고 건축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 지역주민

들의 비난을 받았다(Wainwright, 2014). 그리하여 과도

한 예산을 들인 거대한 규모의 재단 건축물은 탈세의 

혐의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형태로 

지어져 초기의 예술과 창작을 지원하고 국가 및 문화

를 홍보한다는 재단의 목적이 퇴색되었다. 이와 같이 

비영리로 운영되는 재단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목적

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지역사회를 배려하지 않는 

과시적이고 권위적인 문화예술지원일 경우에는 그 진

정한 의미가 희석될 수 있다.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문화예술지원의 진정성은 패

션의 상업성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예술가를 후원하

Fig. 7. Fondation Louis Vuitton.

Adapted from Fondation Louis Vuitton (n.d.). 

https://www.fondationlouisvuitton.f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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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영리추구의 동기를 의심받지 않는 비영리 문화예

술재단의 설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운영과 문

화예술지원을 분리함으로써 브랜드 홍보 및 이윤추구 

목적으로 문화예술을 지원한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문화예술계와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공생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진정성은 영리추구를 배제한 활동에 수반

된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전적으로 진정성을 추구한 

문화예술지원을 패션브랜드에게 기대하기는 현실적

으로 어렵다. Carroll(1991)이 분류한 네 가지 CSR에 경

제적 책임 또한 포함되어 있듯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리와 이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재단의 

운영에 있어 투명함과 청렴함을 의심받는다면 문화예

술재단뿐만 아니라 모기업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부수적인 홍보 효과와 세제 혜택에만 집중한

다면 대중의 비판을 피할 수 없으므로 진정성에 기반

한 문화예술지원에는 패션사업과 후원의 철저한 분리

가 중요하다.

 

V. 논   의

럭셔리 패션브랜드가 수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으로서의 문화예술지원을 세 가지 대표적 특성으로 분

류하여 사례를 살펴본 결과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비

판이 제기된 사례 대부분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진정성을 의심받는 경우가 대다수인 점이다. 각 특성

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

고 있으며, 공공성이나 지속성을 가지더라도 사익추구

로 진정성을 의심받는다면 사회공헌활동으로서의 성

격은 약화된다. 나아가 상징적 자본이 중시되고 계산

적 행위에 대한 금기를 가진 예술의 장에서는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상업적 목적을 가진 문화예술지원에 부

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회공헌

활동으로서의 문화예술지원에서는 이익추구가 배제

된 동기와 행위의 일치로 평가되는 진정성이 가장 중요

한 특성으로 사료된다.

진정성을 가진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문화예술지원

이 사회공헌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그에 따르는 보상

이 수반된다. 사회공헌활동으로서의 문화예술지원에

서는 이타심에 기반한 자선의 의미가 강조되어 그 행

위에 의도된 바 없을지라도 Bourdieu(1979/1984)의 문

화자본론 측면에서는 자본의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이

다. 요컨대 문화예술지원으로 소요되는 경제자본은 

문화자본, 사회자본, 상징자본으로 돌아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먼저,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문

화예술지원은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 및 이해와 예술

애호적 성향을 드러내어 문화자본을 획득한다. 이러

한 점은 Prada Marfa의 사례에서 특히 잘 나타나는데 

상업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진정성을 가진 문화예술

지원이라 할지라도 예술의 장이 가진 무사무욕의 성격

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표하는 경영자의 취향이 드러나 

문화자본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예술상이나 공모전 운

영을 통해 럭셔리 패션브랜드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

을 축적하고 그것을 문화적 재화로서 획득한다. 또한 

럭셔리 패션브랜드는 문화예술지원으로 문화예술계

의 인사들과 예술가와의 인맥을 쌓고, 그들과의 교류

를 통해 예술계와의 네트워크라는 사회자본을 얻는

다. 사회는 하나의 시장으로서 사회적 자산의 교환이 

일어나는데 사회자본은 사회구조 속에서 존재하며 특

정 목적을 성취하게 한다는 점에서 생산적이다(Cole-

man, 1990). 이러한 사회구조 내 강한 네트워크 형성은 

기회와 정보에 우선적 접근을 허용하여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특정 지역에 기반한 문화예술지원은 지역사회 내 신

망과 인정을 얻어 권위와 명예라는 상징자본을 획득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권위를 가진 예술의 장 

내 구성원인 예술가에게 수여하는 예술상의 운영은 

럭셔리 패션브랜드가 예술보다 우위에 있다는 이미

지를 심어준다. 이렇듯 상징자본은 럭셔리 패션브랜

드에게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방편으로 

다양한 패션브랜드들 사이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한다.

사회공헌활동에서 진정성은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진정성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완전하게 상업성을 배제한 문화예술지원은 현실적으

로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자선적 책임을 목

적으로 수행한 문화예술지원에서 경제적 실리를 추구

할 경우 대중의 반감을 얻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기업

과 제품의 이미지가 중요한 고부가 가치 산업인 패션산

업은 타 산업에 비해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

면에서 문화예술지원을 통해 소요된 경제자본을 그 외

의 자본으로 환원하여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

이 거시적 관점에서 럭셔리 패션브랜드에게 이익을 가

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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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및제언

대중적으로 높아진 문화예술에 관한 관심을 이용한 

기업들의 문화예술지원은 과거 자선적 성격을 가졌던 

문화예술지원을 전략적 마케팅 수단으로 변모시켰다. 

럭셔리 패션브랜드도 대중의 기호에 따라 문화예술지

원을 상업적 마케팅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상업적이고 전략적 접근은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인

식을 심어줄 수 있는 여지가 되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지속가능한 방향의 문화예술지원이 되기 힘

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서 문

화예술지원과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문화예술지원의 

동기와 성격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문화예술지원을 자선적 관점의 목적과 

문화투자의 목적의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

고 있으며, 근래의 기업들이 투자 차원의 전략적 목적

에 중점을 두고 문화예술지원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럭셔리 패션브랜드는 엘리트적 소

비문화 형성, 매스 패션브랜드와 차별화된 이미지 구

축, 예술이 가진 아우라와 권위 획득, 부정적 이미지의 

희석 등과 같은 다양한 동기를 가진 문화예술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성격이 상업적 측면에 치우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대중의 사회적 기대와 기업의 사

회적 책임에 부응하는 사회공헌적 성격에 중점을 두어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문화예술지원의 특성에 대해 분

석했다. 그리하여 사회적 책임에 기반한 문화예술지원

이 추구하는 기본적 구성 요소를 공공성, 지속성, 진정

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Bourdieu(1979/ 

1984)의 문화자본론 측면에서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성에 기반한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문화

예술지원은 사회적 비용 부담을 줄이고 대중의 미적 경

험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을 돕지만 주 고객층의 

자선원칙에 부합하는 활동으로 그들에게 긍정적 이미

지를 전달하려는 전략적 동기가 기저에 존재한다.

둘째, 지속성을 가진 문화예술지원으로 쌓은 권위는 

럭셔리 패션브랜드에게 마케팅 효과와 차별화를 가져

오고 예술가에게는 안정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여 양

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끌어내며, 단기적인 문화예술

지원보다 순수한 목적의 활동으로 대중에게 귀인될 수 

있다.

셋째, 진정성에 기반한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문화

예술지원은 기업 운영과 문화예술지원의 철저한 분리

로 상업성을 띤다는 비판을 불식하고 문화예술계와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공생관계를 구축하지만 이해관

계가 얽힌 문화예술지원은 모기업의 이미지에도 타격

을 입히며 사회공헌의 진정한 의미가 희석된다.

사회공헌목적의 문화예술지원의 각 특성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

으며, 무엇보다 진정성이 약화된다면 공공성이나 지

속성을 가지더라도 사회공헌활동으로서의 성격은 퇴

색된다. 그러나 경제적 책임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므로 전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배제한 문화예술지원

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지원에 사용된 

경제자본을 타 자본으로 환원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가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흐름은 패션브

랜드의 사회공헌적 성격을 가진 문화예술지원을 요구

한다. 투명성과 청렴성을 잃은 문화예술지원은 대중의 

비판을 받고 브랜드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

다. 더불어 문화예술지원에 소요되는 경제자본은 의도

하지 않더라도 문화자본, 사회자본, 상징자본의 형태

로 다시 돌아오므로 그 지원이 가진 심층적 이점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패션기업은 대중의 눈높이를 인

식하고 근시안적 이윤추구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목표를 가지고 문화예술지원을 하는 것이 필

요하다.

본 연구는 패션기업의 문화예술지원 연구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패션기업의 문화

예술지원을 제안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자본주

의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만을 위해 문화예술지원을 하

는 것은 거대한 규모의 글로벌 럭셔리 패션기업에게도 

쉽지 않으며 더욱이 소규모의 패션기업이 대부분인 현

실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소비자

에게 영리추구 목적만으로 귀인되지 않는 문화예술지

원에 대한 현실적 모델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나아가 대규모의 글로벌 럭셔리 패션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형태의 패션기업에 적용가능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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