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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s to analyze ethics in fashion design for more valuable and sustainable human 
life against the increasing alienation of the human being, the global ecological crisis resulted from 
contemporary consumption society. I expect that it can be helpful to plan ethical fashion design 
practice more effectively. For this, the documentary study and practical case study have been 
execu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ethics in design can be defined as the responsibility to 
reform the social, environmental problem of consumptive design, to sustain together without hu-
man alienation, environment disruption and to do social good for total human being ultimately. 
The ethical design practice means to suggest solutions to problems of human rights and environ-
ment and to act willingly. Based on this, ethical fashion design appeared as responsible design 
solution which has two directions. One is the fashion design for coexistence and sharing, includ-
ing the design for all which considers even underprivileged minority, the design to promote pub-
lic issues as well as to donate some profits. The other is the eco fashion design for sustainable 
environment, including eco-friendly design which is reductive and slow in whole design process, 
the design to inform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crisis as well as to donate some profits. 
The last one of the most important ethical responsibility as fashion designer is to abide by voca-
tional ethics, that is, the prohibition of design piracy.

Key words: designer ethical responsibility(디자이너의 윤리적 책임), 
eco fashion design for sustainable environment(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에코 패션 디자인), 
ethical fashion design(윤리적 패션 디자인), 
fashion design for coexistence and sharing(공생, 공유를 위한 패션 디자인), 
responsible design solution(책임 있는 디자인 솔루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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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경제구조 하에 개인의 이익

추구가 극대화됨에 따라 그 이면의 부정적 측면인

부의 편파적 분배, 사회적 약자로서 소외계층 대두

등의 사회적 문제, 과도한 이윤 지향적 기업 경영에

의해 파생된 생태학적 환경 문제 등에 직면하게 되

었다. 이에 기업에 있어 이윤의 지속적인 사회 환원

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생존 전략 중 하나로

대두되었으며,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윤리적 소비가

관심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디자인은 기업 이윤 창출을 위한 고부가가

치 수단이어 왔으나 자본주의 시장 논리 하에 소비

를 진작시키기 위해 외형적 스타일 개발을 남용함으

로써 소비시스템에서 배제된 소외계층을 발생시키고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회에 유해한 존

재로서 인식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이후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디자이너가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미적 가치 추구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

다는 의식이 구축되기 시작했다. 즉, 디자인 영역에

있어 경제적, 심미적 가치에서 나아가 개인 뿐 아니

라 사회, 환경까지 생각하는 윤리적, 정신적 가치가

추구되었으며, 이는 향후 중요한 디자인 패러다임 구

축의 한 방향으로 사료되어지고 있는 경향이다.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도 최근 패션 기업의 공익

마케팅, ‘윤리적 패션’, ‘착한 패션’이라는 이름하에 관

련 전시, 사회적 캠페인 이슈화 등을 통해 윤리적 책

임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이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있어왔다. 파리를 중심으로 2004년 이후 ‘윤리적 패

션쇼(ethical fashion show)'가 매년 있어 왔으며 국

내의 경우 2009년 경기도미술관에서의 ‘패션의 윤리

학-착하게 입자’ 전시회 역시 윤리적인 제작 방식을

따르거나 윤리적 주제를 담은 의상, 소품, 사진, 영상,

설치 작품 등 윤리적 패션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다양한 실험을 집약해 보여주었다.1)

근래 들어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디자인의

윤리적 측면, 사회적 책임 및 공헌 활동 등에 관한

연구들과 기사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패션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도 관련 영역이 이슈화되고 있기는 하

나 아직은 체계화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사료된

다. 이에 본 연구는 시대적 당면 요구 하에 있는 윤

리적 패션 디자인에 대한 연구 정립을 위하여 우선

디자인에 있어 윤리의 개념과, 보다 다양하게 이슈화

되고 있는 일반 디자인 영역에서의 사례들을 분석하

여 이를 바탕으로 윤리적 패션 디자인의 유형을 분

류하고 이에 대한 특성을 고찰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패션 디자인의 윤리적 실천에 일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관련 서적, 기사 등을 통해 문

헌조사와 사례조사를 병행하고자 한다.

Ⅱ. 디자인과 윤리
1. 디자인의 윤리 개념

1) 디자인과 윤리의 사전적 정의

윤리(倫理, ethics)란2) 인륜(人倫)의 길로, 실제도

덕의 규범이 되는 원리로 정의되는데, 이는 그리스어

의 'ēthos'에서 유래된 용어로 원래 동물이 서식하는

장소 또는 우리를 뜻하는 말이었으나, 후에 인간이

한 구성원으로서 자연환경의 특성에 순응하고 각기

그 집단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인간집단의 질서나

규범을 정하고 그것을 엄격하게 지켜나간 데서 생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윤리는 인간이

사회에서 당위적으로 지켜야할 바람직한 행동 지침,

인간의 삶에 있어 공존을 위해 사회적 선(善)을 실

현하는 원리로 정의된다.

디자인이란 인간을 위한 삶의 도구로서 비롯되었

으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한

것이기에 정체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 인간, 삶에 대

한 맥락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 왔다. 때문에 디

자인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과 삶의 조건에 대해 고

민하고 인간을 위한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며, 디자이너들의 기본 디자인 목적

은 언제나 더 나은 인간의 삶과 공간에 초점화 되어

있다.3) 김민수에 의하면 20세기 초 본격적으로 등장

한 현대 디자인은 미술로부터 소외된 대중적 삶을

위한 예술 민주화에서 탄생했으며 디자인이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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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는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대중성과 공공

성’이 태생적, 필연적으로 전제되어 있다.4) 이러한

의미에서 디자인의 본질적 의미는 인간의 삶의 개선

을 통해 사회적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윤리적 개념

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디자인에 나타난 윤리 개념의 역사

디자인은 본래 처음에는 사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세계관을 갖고 출발했지만 산업혁명 이후

기계화에 의해 대량 생산된 생활 제품의 질이 극도로

타락하게 됨에 따라 조잡한 생활 제품에 대한 윤리적

인 문제, 디자인의 윤리문제가 거론되었다. 당대 디자

인의 윤리에 처음 문제를 제기한 Morris는 Ruskin의

사상을 받아들여 생활제품의 질적 향상을 통한 인간

성의 회복과 새로운 기계제품의 사회적인 윤리문제

를 고려하는 미술공예운동으로 발전시켰다.5) Morris

의 예술 민주화를 위한 이념이 사회적 선을 실천하는

공리적 가치를 추구했다6)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비록 Morris의 디자인을 통한 사회개혁은 당대에

성공적이지는 못했으나 이후 사회를 위한 디자인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고 이후 사회윤리,

생태적 이슈와 접목되어 몇몇 디자이너, 이론가에 의

해 지속되었다. 소비주의 디자인이 야기시킨 사회적,

생태적 현상들에 대항하는 집단이나 개인의 다양하

고 산발적인 시도들이 일어난 것은 1960년대 말, 70

년대 초였으며, 이는 이러한 디자인의 현상을 불만족

스러워하는 시대정신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7) 자성

의 관점에서 1960년 Ken Gerand를 중심으로 20여명

의 디자이너는 디자이너의 재능을 가치 있는 목적에

사용한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First Thing First

Manifesto’와 같은 선언문을 통해 디자이너의 책임과

윤리의식을 강조하고자 하였다.8)

또, 1980년대 Papanek은 디자인에 있어 모든 사람

들의 실제적 요구가 빈번히 무시되어왔으며, 생산 낭

비에 의해 에너지나 원자재 공급이 달리고 지구의

다수가 기아로 죽어가는 현실에서 더 이상 놀라지

않는 부르주아를 놀라게 하기 위한 헛된 시도로서

색다른 것을 계속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사실

을 향해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행해지는 게임이라며

비판한다.9) Papanek에 의하면 윤리적 디자인을 위해

서는 디자이너의 인간적인 척도와 인간애, 사회적 책

임감이 절실히 요구되며, 디자이너가 형태를 창조할

때는 독단적으로 만들어진 형태보다 진정하게 요구

되는 형태에 기초해야만 한다. 또 외관적 측면보다는

보다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최종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의 정신적

기반의 부재로 인해 윤리적이고 환경적인 고려는 단

지 부수적인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지구와 환경, 인류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정신적 고

뇌가 무르익을 때 디자인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

심 대상으로서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하였다10).

이후 1990년대 사회적 디자인의 필요성을 언급했

던 Whiteley는 인간에서 나아가 사회, 전 지구적이며

생태적인 균형을 추구해야 함을 주장하며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세 가지 조건으로서 자연환경을

위한 환경,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 등을 모두 고려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디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 마지막으로 공정 교역과 윤리적인 소비가 이루

어질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을 들면서 환경과 인간, 산

업적 가치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사회적 디자인을

지속가능한 모델로 제시하였다.11)

디자인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이러한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디자인 관점의 공통된 맥락은 이상적인 디

자인의 본질적 존재 가치에서 벗어난, 자본주의의 물

질 중심적 사고, 소비주의의 역기능에 반발하고 있다.

소비사회 역기능하의 디자인은 지나치게 기능과 새

로움에 집착하여 첨단이란 이름하에 알 수 없는 많

은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서 양산되거나, 경제적 능력

이 별로 없는 소외된 계층이나 시장의 효율성 면에

서 떨어지는 소수는 제외시키곤 하였다.12) 또,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여주고 이익을 창

출하는 마케팅 수단의 중심적 위치에 존재하면서 제

품 고유의 성질을 왜곡시키고 같은 기능의 제품을

고급화시켜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신화화된 동경

심, 욕망을 심어주고 소유 못할 시에 소외감을 유발

시킨다. 아울러 과잉 소비를 부추기는 상업적인 수단

으로 이용되면서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디자이너는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목적을 시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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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하여왔고 그러는 동안 Hal Foster에 의해

지적되었듯이 디자인은 분명 우리를 당대 소비주의

시스템으로 몰아넣는 핵심적인 작인에 불과한 것이

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13)

그러나 이러한 디자인 현실은 지구환경의 생태적

위기 하에 점차 윤리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 현실

의 절박한 요구에 따라 보다 본격적으로 디자인의

목적을 원점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조동성14)은 21세기 새로운 디자인의 방향에

대해 좋은 디자인의 관점을 경제의 원리에만 입각해

서 생각하던 것을 문화, 환경, 사회복지 및 공공의

차원으로 확산시켜 이해하는 인간 중심적이고 윤리

적인 측면의 경영인, 디자이너, 소비자의 인식 구조

가 필요하며, 이제 우리의 디자인적 사고도 기능성과

심미성 등의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공복지를 위

한 디자인, 환경 친화적 측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디자인은 궁극적으로 디자인의

사회 환원적 측면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15).

요컨대 디자인의 윤리 개념은 소비주의 디자인에

의해 야기된 사회적, 생태적 문제를 인식하고, 디자

인의 본질적 의미에 충실하여, 소외되는 인간 사회,

파괴되는 생태 환경이 없도록 이 모두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사회적, 환경

적 책임이며 실천이라 할 수 있다.

2. 디자인의 윤리 개념의 강조 배경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강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자원고갈, 생태계

파괴 등과 관련된 자연환경 문제, 세계적 기업의 거

대화에 따른 공정 무역 문제, 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부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 이슈화되

고 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표준의 강화와

더불어 소비자의 사회적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기업

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당

면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소비자들은 특정 브랜

드 상품의 기능, 이성적인 메시지 혹은 브랜드의 특

성과 이미지로 호소하는 감성적이고 심리적인 메시

지에만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에, ‘조금 더 높은 사회

적 가치’의 구현 즉, 브랜드 영혼(brand spirit)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창출되었으며 공익 연계 마케팅에 대

한 새로운 이론이 정립되고 있는 중이다.16) 이러한

시대적 상황 하에 디자인이 기업 경영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디자인

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

로 제기되고 있다.

2)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

소비사회의 역기능에 의해 처음에는 합리적 소비

였던 것이 생산과 소비의 과잉, 쾌락적 욕망으로 이

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위기 하에 의식 있는

소비자들에 의해 바른 소비에 대한 인식과 움직임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과잉 소비에 대한 반대의

움직임은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상품

소비를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프리건족(Freeguns)과

소득이 충분하더라고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최대한

절제하자는 입장에서 저가 소매점에서 좋은 물건을

찾는 프라브족(Pravs), 젊고 부유하지만 평범한 가족

중심의 삶, 더불어 사는 삶에 관심을 갖고 자선사업

에 수익을 사용하는 신세대 엘리트 욘족(Yawns) 등

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17) 또, 이러한 일부 하위

문화 집단의 움직임에서 더 나아가 소비자 전반의

의식 각성에 따른 윤리적 소비 움직임 역시 날로 증

가하고 있다. 윤리적 소비는 생산과 유통, 소비와 사

용, 이후의 처리와 재생에 이르기까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윤리적으로 만들어진 재화와 서비

스를 구매하는 것으로18) 윤리적 소비는 그저 개개인

의 착한 소비생활을 넘어, 기업에 변화와 행동을 요

구하는 적극적인 사회참여이다.19)

이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 강화,

의식 있는 윤리적 소비자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공

감대 형성으로 디자인 역시 혁신적이며 창조적인 동

시에 심미적 가치 추구 이상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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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일본 벳부 맨홀 뚜껑,

http://magazine.jungle.co.kr

<그림 2> Oxo의 Good Grips,

디자인?!, 2009, p. 71.

<그림 3> 배영환의 ‘도서관 프로젝트’,

http://magazine.jungle.co.kr

3. 디자인의 윤리적 실천
디자인의 윤리적 실천은 자본주의 경제하에 소비

주의, 물신주의에 의해 그동안 소외되어온 인권 문제

와 환경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서의 디자인의 윤리

적 역할에 대한 문제 인식과 적극적 실천의 방향으

로 나타났다.

1) 공생, 공유를 위한 디자인

공생, 공유를 위한 디자인은 나와 타자와의 관계

성을 이루는 사회를 위한 공적인 가치, 소통, 공익을

생각하는 이타적 디자인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소외

된 약자, 나아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포괄적 디자

인, 소외된 디자인 영역에 대한 디자이너의 사회 공

헌 활동인 재능기부, 공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디자

인과 사회공헌활동을 연결한 공익 마케팅 연계 디자

인으로 나타난다.

(1) 소외계층을 배려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

① 유니버설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은 연령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모

든 사람들이 최대한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제품이

나 환경에 대한 디자인으로 설명되며 처음에는 디자

인 영역에서 제외된 대상이었던 장애인, 노령자, 어

린이 등이 접근 가능한 장벽이 없는(barrier-free) 디

자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차츰 좀 더 나아가 모두

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의 개념으로 나아가는

중이다.20) 시각 장애인용 보도블록을 우선하여 디자

인한 일본 벳부의 맨홀 뚜껑<그림 1>21), 캔 뚜껑에

점자 메시지를 넣어 맹인들을 배려한 레몬 맛의 타

카라22)는 장애인을 위한 섬세한 배려를 보여주며 나

머지 사람들에게도 더불어 사는 삶의 강력한 감성적

메시지를 보낸다. 또, 손에 관절염이 있는 아내가 주

방기구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OXO의 설립자

인 Sam Farber는 일반인, 환자, 모두 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방가구들을 만들기로 결심하였고

그에 따라 한 손으로도 쉽게 작동하는 야채 탈수기,

양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가위 등 500 여개

의 획기적인 가정용품의 굳 그립스(Good Grips) 라

인<그림 2>23)을 제조함으로써 디자인의 사용 대상을

확대시켰다. 이러한 유니버설 디자인은 사용자로서

인간의 필요를 고려하고 인체공학적 설계에 따라 기

능을 충족시키는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배려하는’ 디자인의 대상이 저소득층과 같

이 소비역량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디자인의 혜택에

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들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디자인은 사용성의 문

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실감을 치유하고 생활환

경과 제도적 서비스 등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

도록 배려하며 공평하고 유연한 사용기회를 제공하

는 디자인이다.24)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공동의 선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 환원의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디자이너의 재능 기부이다. 2007

년부터 한국 디자인 진흥원(KIDP)은 기부전문단체

인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디

자인 기부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재정이 열악한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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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Q 드럼, 라이프 스트로우,

디자인?!, 2009, p. 153, p. 180.

<그림 5> 페어트레이드 쇼핑몰공정무역관련

제품, http://magazine.jungle.co.kr

및 사회복지단체에 CI, 리플렛 및 모금함 디자인 개

발을 기부하였다.25) 또, 실험적이고 실천적인 공공미

술로 유명한 배영환의 ‘도서관 프로젝트’<그림 3>26)

의 컨테이너를 재활용한 이동식 도서관은 폐기된 회

색 컨테이너 박스를 어린이들의 작은 도서관으로 디

자인한 것으로 문화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없는 아

이들을 위한 일종의 문화 운동적 프로젝트의 일환이

란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② 제3세계를 위한 디자인과 공정무역

소외된 계층을 위한 디자인은 세계화에 의해 디자

인 대상에서 소외된 제3세계국가를 위한 디자인으로

도 제안된다<그림 4>27).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디자이

너 Hendrikese가 디자인한 Q 드럼(Q-Drum)은 하루

네 시간 이상을 물 긷는데 사용하던 여성과 아이들

을 불필요한 과다한 노동에서 해방시켜준 디자인으

로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한 디자인의 실천 사례

이다. 또, 덴마크의 Frandsen이 디자인한 라이프 스

트로우(life straw)는 물 부족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

는 휴대용 정수기로 여성이나 아이, 노인, 장애인들

까지 휴대가 간편한 목걸이형 디자인이 특징이며 시

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함이

돋보인다. 박테리아 및 기생충을 99.9% 제거하는 뛰

어난 성능과 별도의 배터리나 필터 없이 약 1년 동

안 700L의 물을 정수할 수 있다.

또, 제3세계 지역사회를 위해 디자인하는 부분 이

외에 윤리적 실천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서구사회의

세계화에 지배되어온 제3세계 지역사회의 디자인, 재

료, 생산 과정 등을 공정무역을 통해 활용하는 사례

가 있다. 시장 개방과 무역 자유화에 따라 제3세계

국가의 사정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으며 특히 다국적

기업의 노동력 착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공정

무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일종의

보호무역으로 덤핑을 하지 않고 노동력에 상응하는

‘제 값’을 생산자에게 지불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해주자는 것이다.28) 페어트레이드코리

아가 오픈한 그루는 네팔과 인도, 방글라데시 등지의

빈곤한 생산자들이 제작한 유기농 면, 도자기, 그릇,

장난감 등 핸드메이드 소품을 제 값을 주고 들여와

판매하거나 혹은 제3세계 노동자들이 직접 생산한

재료를 공정 무역을 통해 들여와 한국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그림 5>29) .

(2) 공생, 공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디자인

① 공생, 공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디자인

공생, 공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디자인은 공공

가치의 실현을 주제로 디자인하여 이를 통해 인간

소외 없이 나누고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생각하

게 해주는 디자인의 사회적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디

자인 메이드 2009 전시에서는 ‘Sharing by Design’이

라는 주제 하에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 시대에

일상 속에서 디자인의 공유라는 컨셉을 보여주는 다

양한 제품들을 제안하였다. 맺음의 ‘Sharing Water’

화분은 물이 흘러넘칠 때 남는 물을 모아 다른 식물

에 물을 줄 수 있는 화분으로 공유의 개념을 섬세하

게 풀어내고 있다<그림 6>30). 이번 전시를 통해 디자

이너들은 단절된 이웃 간의 소통을 시도하면서 ‘관계’

의 문제에 대한 디자인적 해법을 찾아낸다. 이제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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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haring Water,

http://magazine.jungle.co.kr

<그림 7> 누군가에게

이 계단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빛과소금,

2010, p. 47.

<그림 8> Red 캠페인 상품,

http://www.joinred.com

‘누군가에게 이 계단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그림

7>31)은 장애인에게 지하철 계단은 히말라야의 높이

솟은 산봉우리와 같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장애인

에 대한 배려가 없는 환경을 비판하고 있다.

② 공익 마케팅 연계 디자인

공익 마케팅은 기업과 공익 단체가 서로 협력체제

하에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활동과 사회 공헌

활동을 연계하여 기업의 판매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가치 있는 사회활동에 기여하고자 계획하는 마케팅

활동으로 소비자가 구매한 금액의 일부를 공익 단체

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되고 있다. I-pod이

나 Motorola와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파트너쉽을 이

루어 레드를 주제로 한 ‘레드 상품’<그림 8>32)을 판

매하고 수익의 일부를 에이즈와 말라리아, 결핵 대책

기금으로 마련하는 레드 캠페인과 Campbell 수프,

Marimekko 같은 기업 등이 참가하여, 유방암으로 고

통 받고 있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의미에서

고안된 핑크 리본, 핑크 칼라를 상징으로 사용한 특

별 상품의 수익의 일부를 정부 및 YWCA, 국립 암

센터 등에 기부하는 핑크리본 캠페인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공익 마케팅 연계 디자인은 자신의

기업의 정체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공익이슈를 상징

하는 색상, 아이콘과 같은 디자인 요소를 활용한 특

별상품 디자인으로 제안되고 있으며 다양한 카테고

리의 브랜드들이 대규모로 지원한 캠페인 형식으로

디자인 마케팅 프로모션을 잘 보여준다.

2)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에코 디자인

디자인의 스타일 양산과 과잉소비, 인위적 폐기 등

으로 인해 에너지 및 자원의 남용, 환경오염 등이 초

래되어 지구 환경 및 인류는 생태 위기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판과 더불

어 디자이너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도덕적이고 사회

적인 책임을 생각해야 한다는 자각이 일어나면서, 이

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에코 디자인이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에코 디자인은 생태학적 사고체계로의 인식의 전

환을 디자인에 적용하는 것으로 미래의 디자인은 디

자인 개발에서부터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

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보호에 유익한 생태학적 사고

로의 전환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33) 또 권

영걸은 사회, 생태학적 균형이라는 개념 아래 환경의

보존과 개선이라는 측면과 삶의 질의 향상과 사회 전

체의 공동선 지향이라는 측면이 동시에 추구되는 것

이 에코 디자인이라고 정의했다.34) 즉, 에코 디자인은

디자인 전 과정에 걸쳐 환경 보호, 사회 전체의 공동

선을 지향하는 윤리적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1) 제작에서 폐기까지의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친환경 디자인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학

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에코 디자인은 디자인-생

산-폐기-재활용의 디자인 프로세스에 있어 절제,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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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순환적인 방식을 통해 친환경 관점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주로 나타난다. 특히 디자이너는 재료의 선

택과 제조, 제품의 포장과 유통, 폐기 프로세스에 모

두 부분적으로 관여하므로 생태적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다. 또한 수평적 관계에 놓여 있는

제조 및 생산, 마케팅, 유통 영업 부서와 생태성의 문

제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총체적으로는 기업의

차원에서 실천적 대안이 도출되어야만 한다.35)

이를 위해 우선 디자이너는 책임의식을 갖고 디자

인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 있어 친환경적 재료 선택,

생산 공정, 포장, 재사용과 재활용, 신중한 폐기 방식

을 사용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위해서는 대

안적 자연 소재의 개발이나 재활용, 리필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1970년대 초 Schumacher가 제

시한 ‘작은 것이 아름답다(Less is More)'의 메시지

에서 자원을 더 적게 쓰면서도 더 나은 기능과 상징

을 만드는 디자인을 제안하고 있듯이 가장 우선시해

야 할 것은 덜 사용하는 것(use less)이다.36) 일본 생

활용품 디자인 브랜드인 무인양품의 히트상품 중에

후카사와 나오토가 디자인한 CD 플레이어는 아날로

그 선풍기 같은 외형으로 줄을 보면 잡아당기는 사

람들의 행동을 관찰해 만든 것인데 인간의 생활과

융화되는 디자인으로 불필요한 장식을 최대한 배제

하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정직한 미를 느낄 수 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37) 이외의 무인양품 디자인

<그림 9>38)의 발상의 기본은 철저한 생산과정의 간

소화, 소재의 선택, 포장의 간략화를 통해 심플하고

낮은 가격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지구차원,

소비의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상품을 만든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소비가 중심적인 가치인 현대사회

에서 디자인이 소비에 대한 욕망을 일으키는 데에

반해, 이는 자발적인 단순성과 의도적 검소함을 선택

한 절제의 디자인으로 형태의 진정성에 대한 소비자

의 만족과 동시에 오랜 기간 동안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스테디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제품의 순환 사이클을 길게 함으로써

오염과 환경 공해를 줄일 수 있다.39)

한편, 이미 생산된 제품을 재사용함<그림 10>40)으

로써 폐기 및 에너지를 동시에 줄이는 디자인의 활

용도 줄이기 위한 디자인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또

쓰레기를 줄이고 물건의 가짓수를 줄이고 자원을 절

약하는 것 역시 줄이기 위한 디자인이다. 그러한 대

안적 방법으로서 한 가지 물건이 다기능성을 갖추는

것도 제품의 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

의 Fuseproject의 와이워터(Y Water)는 어린이용 생

수병 디자인으로 쓰고 버리는 생수병을 아이들 장난

감으로 디자인한 다기능 물병이다. 물을 마신 후에는

아이들이 조립하며 장난감으로 놀 수 있어 창의력을

키우는 동시에 아이들에게 자연스러운 재활용 교육

을 할 수 있다.41) 이는 다기능의 효율성과 재활용을

생각한 디자인이다. 또 레고와 같이 단순 구조와 확

장성의 원리를 갖는 기본 모듈을 활용하여 지속적으

로 변화 가능한 디자인42) 역시 사용자의 참여에 따

라 여러 가지 디자인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 제품

의 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 환경 메시지를 전달하는 디자인

① 환경 메시지와 스토리텔링을 담고 있는 디자인

환경 메시지를 담고 있는 디자인은 환경문제의 심

각성을 상품 디자인의 컨셉으로 다룸으로서 사용자

로 하여금 이에 대해 각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디

자인이다. 최근 환경 및 사회문제 해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친환경적 디자인 방법과 디자인 대안을 모

색하고자 하는 디자이너들의 움직임이 있다. 프로젝

트 그룹 ‘농장’은43) 그린 디자인에 적극적 의지를 가

진 국내 디자이너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환경과 인간

에게 이로운 디자인을 도모하자는 취지 아래 정기적

으로 모임을 갖고 효과적인 환경 메시지 전달 방법,

퍼포먼스 등을 통해 환경 및 사회문제 해결에 보탬

이 될 수 있는 친환경적 디자인 방법과 디자인 대안

을 모색한다. 농장은 ‘나누다, 빼다, 줄이다’를 뜻하는

-1이라는 주제 아래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디자인을 선보였고 디자이너로서 가져야 하

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환기시켰으며 버려진

종이를 재해석함으로써 지구에 보탬이 되는 방법을

모색했다. 정순구의 ‘I lost my flyway, so I'm here’

명함 디자인<그림 11>44)은 소중히 다루어야하는 얇

은 종이를 사용함으로써 자연을 대할 때도 같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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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무인양품

디자인,

http://www.

mujikorea.net

<그림 10> Kokon의 재사용

디자인, Eco Design,

2008, p. 78.

<그림 11> I lost my flyway, so I'm

here, http://magazine.jungle.

co.kr

<그림 12> Kor One의

반 영구 리필 물병,

디자인?!, 2009, p. 75.

음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삵, 고라니, 너구리, 소쩍

새 등이 야생동물 로드킬(Road Kill)로 인해 멸종되

어가는 것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다.

② 환경 이슈 마케팅 연계 디자인

미국 RKS의 Kor One<그림 12>45)은 재활용도 의

미 있는 일이지만 그 이전에 자원을 덜 낭비하고 덜

소비하도록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전제하에

제작된 반 영구 리필 전용 물병이다. 환경 호르몬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친환경 소재의 선택에서부터

한손으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비 스크류 방식의

뚜껑에 디자인 감각이 돋보이는 전체 형태와 입구가

넓어 리필의 사용성을 높여 기능적으로 최적을 추구

한 점 등 전체적으로 멋있고 편리하다. 이는 네 가지

색으로 출시되는데 ‘기부에 목마른(Thirst for

Giving) 캠페인’과 연계되어 판매액의 1%를 물에 관

련된 보호활동에 기부한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기부

하고 싶은 내용에 해당하는 색을 골라 구매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환경 운동에 참여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Ⅲ. 패션 디자인에 표현된 윤리적 실천
1. 패션 디자인의 윤리성
패션 산업에서 발생하는 주요 윤리 이슈로는 아동

노동, 작업환경, 디자인 복제, 공정 무역, 환경오염,

외모조장(appearance profiling)등이 있다.46) 이유리

외 ‘패션산업의 윤리의 이해’에서는 패션 산업 시스

템내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윤리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패션산업의 영역별로 발생되는 다양

한 윤리관련 이슈들을 검토한 결과47) 패션 산업의

윤리성은 크게 기업과 소비윤리로 나뉘었다. 먼저 기

업윤리에는 (1)자원고갈, 동물학대, 염색가공, 작업환

경, 운송, 세탁세제, 폐기, 재활용 문제들을 포함하는

환경, (2)근무환경, 고용, 아동노동, 복리후생과 관련

된 노동, (3)복제품, 공익디자인, 친환경 디자인을 포

함하는 제품 디자인, (4)기업 간 불공정 행위, 제품

안정성, 사이즈 조작, 담합, 물질주의, 성 상품화, 외

모 중심 가치관 등을 포함하는 상거래 영역 등에 관

한 윤리적 이슈가 있었다. 그리고 소비윤리에는 소비

자 구매, 불매운동, 반소비주의, 과소비, 강박소비, 중

독 소비, 복제품 구매, 친환경 소비 등의 이슈가 포

함되었다. 여기서 패션 디자인의 경우 복제품, 공익

디자인, 친환경 디자인 이슈와 더불어 패션산업 구조

내의 다양한 영역에 디자이너가 관여함으로 인해 책

임 있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었다.

공익 디자인, 친환경 디자인은 앞서 II장 3절에서

고찰한 윤리적 디자인의 두 가지 방향인 공생, 공유

를 위한 디자인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에코디자

인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패션 디자인의

윤리적 측면에 있어 자주 거론되어온 또 다른 문제

는 복제품, 즉 디자인의 독창성 관련 윤리에 대한 문

제, 디자인 카피의 문제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

션 디자이너 들 간에도 저작권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며 최근 ‘디자인 모방금지 법안

(Design Piracy Prohibition Act)'이 법적으로 제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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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48) 고질적인 문제이다. 이에 대한 법적 실효성

논의 이전에 이는 디자이너 스스로의 양심과 직업윤

리에 대한 각성이 요구되는 디자이너 윤리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정적인 실천이 절박하다

고 생각된다. 또, 디자인에 있어 계층 구분을 심화시

키고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부수적이고 장식적인 용

도로 사용되는 상표의 지나친 강조 역시 디자이너에

게 있어 경계할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2. 윤리적 패션 디자인의 사례 고찰
패션 디자인에 있어 윤리문제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이다. 기업의 윤리적 실천과 윤리

성을 주제로 디자인을 제안하는 프랑스의 Ethical

Fashion Show, 영국의 Estethica 등과 같은 윤리적

패션쇼, 전시가 점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Ethical Fashion Show’는 2004년 이후 매년 친환경

디자인 프로세스, 공정 무역, 재활용 소재 사용 등을

통한 패션의 윤리적 실천을 제안해왔으며 매년 참여

디자이너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다.

패션 디자인은 다른 디자인에 비해 빠른 유행주기

의 변화와 그로 인한 스타일의 양산 때문에 특히 환

경 윤리 면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 패

션 산업에서 유행인 패스트 패션에 의해 거대 글로

벌 기업화, 제품의 일회성, 디자인의 모방, 환경문제

등이 야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본 장에서는 II장에서 고찰된 내용을 바탕으로, 패

션 디자인에 나타난 윤리적 실천 사례들을 살펴보고

자 한다. 윤리적 패션 디자인 역시 궁극적으로는 공

생, 공유를 위한 패션 디자인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에코 패션 디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찰 결

과 인체에 착용하는 디자인의 특성을 반영한 약간의

다른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1) 공생, 공유를 위한 패션 디자인

(1) 소외계층을 배려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

① 유니버설 디자인

유니버설 패션 디자인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리

를 패션 디자인의 특성에 맞게 적용시켜 다양한 연

령과 체형, 신체의 결함에 관계없이 패션을 통해 자

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

는 패션 상품의 개발과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심미

적인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패션 디자인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49) 유니버설 패션 디자인이 등

장한 배경으로는 현재 특정 연령대와 평균의 체형을

중심으로 패션디자인이 전개됨에 따라 모든 사람에

게 부여된 권리이며 즐거움인 패션이 모든 사람들에

게 적용되고 있지 못한 점에 있다50). Camper사의 캐

주얼 슈즈는 단순하고 인체공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 뛰어난 착용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Camper는 휴머니즘의 윤리와 미학을 디자인의 목표

로, 착용자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유용하면서도 아름

다운 신발을 디자인하는 것을 디자인 철학으로 삼고

이를 디자인에 반영하고 있다. 또, Care사의 Comfort

care bra<그림 13>51)은 앞에 스냅이 있어 착용에 편

리하며 Small 사이즈부터 5X Large 사이즈까지 있

어 다양한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다.

② 제3세계를 위한 디자인과 공정무역

소외계층을 위해 활동하는 프랑스의 사회단체

Universal Love의 윤리적 패션쇼에서는 방글라데쉬

의 Bibi Russell, 인도의 Nandita Basu, 남아프리카의

Michael Kra 등을 포함하는 제3국가 디자이너들 그

리고 유럽인으로서 제3국가의 제품을 좀 더 완성도

있게 개발하여 상품적 가치를 높여서 그들 지역의

발전에 도움을 주려는 단체들이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상표 Misericordia는 페루 리마의 6명의 수녀들

이 운영하는 미션스쿨에서 학생들의 학교 유니폼을

만드는 교내활동에서 시작되었는데, 이에 대해 프랑

스인들이 이들을 돕기 위해 자선단체를 만들고 유럽

과 일본에 이들의 제품을 상품화하였다. 이 사업은

공정거래 위원회에 의해 감독되고 있으며 수익의 전

액은 그들의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그림

14>52).

패션 산업은 대표적인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아동

노동, 스웻샵(sweatshop) 등의 비윤리적 행위로 비난

받아 왔다. 패션산업의 글로벌 생산 시스템 하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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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Comfort

Care Bra,

http://www.careapp

arel.com

<그림 14> Misericordia 제품,

http://magazine.jungle.co.kr

<그림 15> 홍승완 공정무역제품,

http://magazine.jungle.co.kr

웻샵은 낮은 임금, 가혹한 노동착취, 열악한 노동환

경과 노동조건, 여성노동자의 성적 학대와 어린 아동

의 노동 참여 등을 나타내는 용어이다.53) 이제 제3세

계 노동력을 이용하는 의류 생산 공정 진행시, 제품

이나 원료 구입시 공정 무역은 디자이너가 의식 있

게 고려할 사항 중 하나이다.

페어트레이드코리아의 후원으로 패션 디자이너 홍

승완은 ‘2009 홍승완+페어트레이드 나눔 컬렉션‘을

개최했다. 컬렉션에서 사용된 직물은 네팔, 인도, 방

글라데시 등 제3세계 여성 생산자들이 직조한 공정

무역 패브릭이다. 그러나 홍승완은 천연 직물로 된

의상이 갖는 토속적인 지역적인 느낌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1910년대 영국 풍의 클래식한 의상을 선보

였고 컬렉션의 판매 수익금 5%는 페어트레이드 생

산자들의 복지와 기술개발, 장학 사업 등에 기부하는

것이었다. 이는 제3세계 생산자들의 수익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했다.<그림 15>54)

(2) 공유, 공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디자인

① 공생, 공유 메시지를 담고 있는 디자인

이달우의 투게더 티셔츠<그림 16>55)은 16개의 단

추로 옷 사이즈를 조절해 가족, 이웃이 함께 입을 수

있는 티셔츠 디자인으로 나눔을 컨셉으로 전개한 디

자인이라 할 수 있다. 공유, 공익 컨셉의 패션 디자

인은 수익 창출이 주목적이라기보다는 디자이너들의

사회적 주장을 통해 공유, 공생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는 것에 보다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일부 패션 디

자이너들은 실험적인 패션쇼를 통해 사회 고발적 메

시지를 전달하곤 한다.

여러 공익 메시지가 다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인체

와 관련된 디자인 영역이기에 야기되는 윤리적 이슈

중 하나는 이상적인 신체미, 패션의 외모 조장과 관

련된 루키즘(lookism)의 문제이다. 루키즘은 외모가

개인 간 우열과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믿으며 집착하는 외모 지상주의 혹은 외모 차별주의

를 일컫는다.56) 광고, 패션 산업은 상업적으로 규범

화되고 이상화된 신체미의 모델을 제시한다. 이러한

루키즘에 반대하는 Body shop의 광고는 “세상에는

슈퍼모델과는 상관없는 여성들이 30억 명이나 되며,

슈퍼모델 같은 여성들은 8명에 불과합니다.”라는 문

구와 함께 아름답지만 풍만한 바비인형을 보여준다

<그림 17>.57)

현재 패션쇼 모델의 경우 루키즘에 의해 지나치게

마른 모델이 선정되는데 이러한 풍조에 반대하는 디

자이너들의 실험이 있어 왔다. Galliano의 2006 S/S의

‘Everybody is beautiful' 컬렉션<그림 17>, Chalayan

의 2001 F/W 컬렉션, 이외에 Gaultier나 McQueen

컬렉션 등은 다양한 연령대, 장애인 등을 포함하여

외모 지상주의를 이슈화시키고 이에 대한 비판적 메

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왜곡된 외

모 중심주의에 반대하는 반 루키즘 디자인의 경우

아직은 이러한 슬로건을 알리는 가시적 패션 퍼포먼

스 성향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모두를 포괄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새로운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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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투게더

티셔츠,

http://magazine.

jungle.co.kr

<그림 17> Body Shop의 반 루키즘,

Galliano의"Everybody is Beautiful",

공익적 브랜딩, 2008, p. 72,

http://www.style.com

<그림 18> Marc Jacobs의

피부암 캠페인, http://www.

samsungdesign.net

<그림 19> 톰스 슈즈

http://magazine.jung

le.co.kr

의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② 공익 마케팅 연계 디자인

공익 마케팅 연계 디자인은 마케팅 프로세스에

사회적 이슈와 자선, 후원 활동을 연계하여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디자인으로 레드 상품과 핑크 리본

상품, 스와치의 인권 시계 등의 다양한 사례가 있으

며 패션 분야에 있어 특히 활성화되고 있는 디자인

방향 중 하나다. 공익 분야를 상징하는 칼라, 상징물

등을 활용한 특별 한정 상품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를 반영하며 디자인되고 있는데, 그 중 공익 메시지

를 전달하기에 용이한 슬로건 티셔츠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Marc Jacobs의 ‘Protect the skin

you're in’이라는 슬로건과 나오미 캠벨, 빅토리아 베

컴 등의 누드 사진이 담긴 피부암 기금 마련 티셔츠

<그림 18>58), Kuho의 시각 장애 어린이들의 개안 수

술에 기부하는 ‘Heart for Eye’ 도네이션 티셔츠 등

이 있으며 이는 기업의 수익 구조 내에서, 나눔이 필

요한 사회적 이슈를 소비자들에게 알려 동참을 유도

하는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톰스 슈즈는 아르헨티나의 전통 슈즈 ‘알파르가타’

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가볍고 통풍이 잘 되

는 캔버스 천과 탄력 있는 고무 밑창의 편안한 슈즈

인데, ‘내일을 위한 슈즈’를 기업 캐치프레이즈로 내

걸고 한 켤레를 판매할 때마다 신발이 필요한 저개

발국 아동에게 톰스 슈즈를 한 켤레 나눠준다는 ‘원

포 원’ 기업 정신으로 패션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그

림 19>59). 이는 노동력과 환경보호에 대한 엄격한 가

이드라인을 세우고 원자재 공급부터 제품 생산에 이

르기까지 모두 아르헨티나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또

한 신발 기부여행에 함께 할 자원봉사자를 웹사이트

에서 모집하기도 하였다.

2)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에코 패션 디자인

(1) 제작에서 폐기까지의 프로세스에서 친환경

디자인

에코 패션 디자인은 친환경적으로 생산되며 생태

적 관점에서 자연 폐기가 가능한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한다. 이러한 친환경 소재의 사용은 환경에 유익

할 뿐 아니라 인간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특성상

인체에 안전한 소재를 사용해야 하는 윤리적 조건에

도 적합하다. 재료의 획득에 있어 환경에 유해한 공

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화학비료나 살충제 없이 재배된 유기농 면, 대

체 섬유인 옥수수, 대나무 등의 소재가 사용되고 있

다. 또 가공에 있어 중금속을 사용한 염색이나 프린

트 등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점도 고려하는 부분

이다. 한편, 사육의 과정에서 양질의 제품을 얻기 위

해 동물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례로 양질의

양모를 얻기 위해 행해지는 뮬레싱(mulesing: 양의

피부에 기생충이 번식하는 걸 막기 위해 살아 있는

양의 털과 가죽의 일부분을 마취 없이 벗겨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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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A-poc Dress,

Eco Chic,

2008, p. 52.

<그림 21> 장바구니

의상, Soen,

2006. 3, p. 70.

<그림 22> 낙하산 의상,

Eco Chic, 2008, p. 20.

<그림 23> Marc Jacobs의

에코백, http://www.

marcacobs.com

이 있다60). 이러한 동물 학대에 대한 부분 역시 소재

부분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윤리적 주제이다.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도 생산에서 폐기까지의 과정

에 있어서 줄이고 느린(slow) 디자인 프로세스가 요구

된다. 슬로우 패션 디자인은 장기적인 사용이 가능하

도록 환경 영향력 및 쓰레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현명한 재료의 선택, 기능적, 미학적, 감정적 가치를

갖는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61) 여기에는 새로 생산되

는 제품 가짓수를 줄이기 위해서 자발적인 단순성과

의도적 검소함을 선택하여 정성을 다해 디자인하고 제

조된 스테디 디자인, 한 의복에 몇 가지 기능을 공유

시킨 다기능 디자인, 패션 디자인 및 생산 공정 중 불

필요한 대량 생산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디자인과정

에 참여하는 주문생산 디자인 등이 있다. 무인 양품과

같이 친환경, 단순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디자인,

Issey Miyake의 하나의 니트 원단에 일련의 옷장을 보

여주는 패션 제품 모듈러 스타일 A-Poc<그림 20>62),

장바구니와 의복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다기능 디

자인 등이 그 예이다<그림 21>63).

타 디자인 영역에 비해 특히 상품 회전이 빠른 패

션 산업에 있어 재고상품이나 형식적 폐기에 의한

상품 폐기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재사용, 재활용 방식의 디자인이 여러 패션 디자이너

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경기도 미술관의 패션의 윤

리학 전시에서 영국의 마크 리우는 단순히 버려진

옷을 다시 입는 차원을 넘어서 제작단계부터 버려지

는 옷감을 최소화하게 디자인했다. 일본의 기모노 등

원단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동양적 제작방식을 차

용, 서구식 공정과정에서 15%가량 떨어져 나가는 옷

감을 거의 없앴다.64) 또, 원단 혹은 빈티지 의상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된 원단

이나 이외의 대체소재 역시 다양하게 재활용되고 있

는데, 예로 Debbie Little의 그린 드레스는 낙하산소

재를 재활용하고 있다.<그림 22>65)

또, 생산 이후의 포장 역시 고려할 부분 중의 하나

이다. 패션 디자인에서 포장으로는 쇼핑 백, 옷걸이,

박스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역시 친환경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최근 각종 브랜드, 백화점

에서는 재사용이 가능한 유기농 면 소재 쇼핑백으로

에코백<그림 23>66)을 사은품이나 판매용으로 선보이

고 있다. 에코백은 재사용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이고

저렴하면서 그린 마케팅 프로모션의 좋은 도구가 되

기 때문이다. 에코백은 2007년 Anya Hindmarch가

디자인한 Sainsbury의 ‘I'm not a plastic bag’이라는

메시지를 쓴 면 소재 백을 유명 헐리웃 스타들이 들

면서 빠르게 수용되기 시작했다.67) 최근 세련되고 매

혹적인 외관을 부여해 잇 백으로 진화되고 있으며 여

러 브랜드에서 다양한 컨테스트 역시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에코 백, 앞서 언급한 다기능 디자인

등은 환경을 고려하기 위해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지

만 이 역시 디자인의 또 다른 창작 방식으로 양산되

면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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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Marks &

Spencer의 라벨,

Eco Chic,

2008, p. 31.

<그림 25> Moschino의

캠페인 http://www.

moschino.it

<그림 26>

Westwood 에코

슬로건, http://

www.style.com

<그림 27> 베네통의 ‘Green

is My Religion' 캠페인,

http://www.style.com

의식 있는 실천이 요구된다.

(2) 환경 메시지를 전달하는 디자인

① 환경 메시지와 스토리텔링을 담고 있는 디자인

패션 기업에서는 판매를 넘어 환경 메시지의 심각

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Marks &

Spencer는 유해한 화학물질, 염료를 소재에 사용하지

않고 공정 무역에 힘쓰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데, 이러한 기업의 환경적, 윤리적 실제를 대중에게

호소하는 방편 중 하나로 에너지 소비를 의미 있게

감소시킬 수 있는 세탁 온도를 의복의 라벨에 제안

함과 동시에 기후 문제를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캠페

인을 하고 있다<그림 24>68). Moschino는 사회와 환

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마약과 동물 학대, 1992년부터

사회적 캠페인을 펼쳤으며<그림 25>69) 1994년에는

친환경 소재, 염색을 사용하는 생태학적 컬렉션

‘Ecouture'를 런칭했다.70) 또, Westwood는 평소 반

소비주의와 그린에 대한 믿음을 주장해왔었는데,

2010년 SS 컬렉션에서는 ‘Act Fast, Slow Down,

Stop Climate Change’라는 에코 슬로건을 런웨이에

서 보여주었다<그림 26>71).

② 환경 이슈 마케팅 연계 디자인

패션 기업에 있어 친환경 캠페인은 사회 환원의

마케팅 방법으로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타

공익 이슈와 마찬가지로 환경 이슈 마케팅 연계 디자

인은 환경 메시지 전달과 더불어 수익금 일부를 환경

단체에 기부하는 슬로건 티셔츠로 많이 디자인 되고

있다. 또한 포장 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에코 백

으로도 많이 제안되고 있다. ASK의 자연을 사랑으로

안아주자는 의미의 ‘Tree Hug’ 슬로건 티셔츠72), 수

익을 유엔 산하 국제환경 전문 기구 한국 위원회에

기부하는 UGIZ의 환경 캠페인의 상징인 조약돌 그래

픽 티셔츠73),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지구 환경 운

동 단체인 ‘The Climate Project'에 기부하는 폴햄의

CARE 티셔츠74), 올해의 멸종 동물이 새겨진 티셔츠

를 제작, 판매 수익으로 멸종 동물 캠페인을 후원하

는 Fresh QUA 프로젝트75) 등이 그 예이다.

한편, 베네통은 자체 전 브랜드에 걸쳐 그린 캠페

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린 캠페인 ‘Green is My

Religion'에서는 에코백과 Colors 매거진 볼란드 편

<그림 27>, 그린 라이드 캠페인에서는 한정판 에코

백, 바이크, 티셔츠를 판매하며 수익의 일부를 환경

재단 기후 변화센터에 기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76)

이외에도 환경 이슈 마케팅 연계 디자인은 주로 그

린 칼라를 디자인 마케팅 칼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환경 보호 메시지 혹은 환경 이슈를 상징하는 동물,

자연물 그래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패션 디자인의 윤리적 실천 사례들을 고

찰해 본 결과 윤리적 패션 디자인은 자본주의의 기

업 이윤 중심의 소비주의 디자인이 야기한 소외된

사회, 환경에 의해 야기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해

법으로서 등장한 개념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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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윤리적 패션 디자인의 유형과 특성

적으로 인간다운 삶, 인간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1)소외된 약자를 배려하며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 더불어 나누는 삶을 주제로 공익 메시

지를 전달하고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공익 마케팅

연계 디자인을 내용으로 하는 공생, 공유를 위한 디

자인방향과 (2)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간과되어온

자원고갈, 환경오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디자인 프

로세스 전반에 있어 친환경적인 디자인, 환경이슈를

전달하고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환경 이슈 마케팅

연계 디자인을 내용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

한 에코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윤리적 패션

디자인과 더불어 패션 디자이너의 윤리로서 한 가지

더 고려할 점은 창의성의 도의적 직업윤리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 복제를 자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적

패션 디자인의 유형과 특성을 도표로 표현해보면 다

음의 <표 1>과 같다.

윤리적 패션 디자인은 궁극적으로 인간과 사회, 환

경의 관계에 있어 지켜야 할 선한 책임을 다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지속 가능성 즉,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 사회공동체로서 인류전체의 공생의 가능성

을 추구하는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

로 디자인의 본질인 Papanek의 ‘인간을 위한 디자인’

개념에 기초하며, Papanek이 말한 물질과 정신이 하

나로 된 진정한 디자인의 가치와 진정한 아름다움인

심미(aesthetics)77)를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간 소외와 생태 환경의 글로벌 위기

속에 향후 중요한 디자인 패러다임 구축의 한 방향

으로서, 최근 개인 뿐 아니라 사회, 환경까지 생각하

는 패션 디자인의 윤리적 가치 추구 경향에 관한 연

구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디자인에 있어 윤리의 개

념과, 디자인 실천 사례들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윤리적 패션 디자인의 유형과 특성에 관해 고찰해보

았다. 연구 결과 디자인에 있어 윤리는 지나친 개인

의 이윤 추구, 물질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 중

심의 사고에 기반한 디자인의 본질에 충실하여 궁극

적으로 인간의 삶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선을 실현

하는 것이다. 윤리적 패션 디자인은 생태환경과 사회

를 위한 디자인으로 보다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디자인의 본질을 지키는 진정성을 추구하는 디자인

이며, 기업의 이윤과 건강한 인권 및 환경 지속이라

는 두 가지 관점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식 있

는 디자인 솔루션이며 의미 있는 실천이다.

다른 일반 디자인 영역에 비해 패션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와 상업적이고 대중적인 성향으로 인해

공익 메시지를 캠페인이라는 방식을 통해 대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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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호소한다거나 공익 연계 마케팅을 통해 상업

적이고 감각적인 상품으로 제안하는 패션 디자인의

윤리적 실천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인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특성에 따라 루키즘 이슈라든가

특히 다른 영역 대비로 디자인 복제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경향이다.

윤리적 패션 디자인의 실천은 디자인, 생산, 폐기,

재활용의 디자인 프로세스에 있어 공생, 공유, 환경

보호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이를 컨셉으로 하는 디

자인, 생산과정에 있어 전 인류가 상생하고, 보다 지

속가능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공정하고 친환경적

인 제조, 생산 방식에 의한 디자인, 생태적 폐기, 재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 아울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

고 환경을 고려하는 마케팅과 연계한 디자인, 즉 전

체 패션 산업 구조 내에서 총체적 접근이라는 측면

에서 실행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으리

라 사료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윤리적 패션 디자인은

공공복지의 가치를 지향하는 마케팅, 생산을 포함하

는 모든 패션 산업 공급 체인 차원에서의 윤리적 패

러다임으로의 전환, 더 나아가 소비자의 윤리적 실천

이 이루어져야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윤리적 패션 디자인의 개념과 실천 방

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정리한 연구이므로 세부 디자

인 방향,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 자세히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이를 제안하며,

이러한 후속 연구들을 통해 보다 인간적인 공동가치

를 지향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윤

리적 패션 디자인 실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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