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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ot-wave of campaign for fashion brands has itself become a fashion trend now.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is popular trend, every brand has launched a new campaign of developing T-shirts each season with a social issue 

as the design concept. Such a campaign plan is related to the brand’s image-making. Each brand has its own slogan 

based on various themes related to social issues. Since the environment is the hottest social issue these days, most 

campaigns’ T-shirts also focus on the image of environmental-friendli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environmentally-friendly fashion culture in daily life so that “environmental-friendliness” would be positively cognized 

by people in everyday life. For that, the design of these T-shirts following the environmental campaign will be 

developed and their utilization potential will be clarified. The detail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meaning of the environmental campaign and trends of environmental campaigns in Korea and overseas will be 

explored in order to identify their theoretical contents. Second, the environmental campaigns will be classified by 

case. Analysis of the expression and characteristic of each case will determine the utilization plan. Third, design 

directions will be suggest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produced from the case study. As the study conclusion, 

five environmental campaign T-shirts will be produced.

Key words: environmentally-friendly(친환경), environmental campaign(환경 캠페인), campaign T-shirts(캠페인 

티셔츠).

 

Ⅰ. 서  론

패션 브랜드의 캠페인 열풍은 패션 트렌드의 하

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브랜드마다 이에 동참하기 

위하여 사회적 이슈를 컨셉으로 시즌별로 캠페인 

티셔츠를 출시하고 있다. 이러한 캠페인의 참여는 

브랜드의 이미지 만들기와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 

이슈와 관련이 있는 다양한 주제를 슬로건으로 내

세우고 있다.
1)

 더욱이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확

산되면서 친환경 캠페인의 참여가 주도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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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미 , “환경이슈 관여도와 소구 유형에 따른 그린 캠페인의 설득효과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10), p. 9.

3) 하승연, “친환경패션에 나타난 가치와 디자인 요소”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p. 12.

4) 이계선, “소비자 가치 추구에 따른 Eco-Bag의 비주얼 선호유형과 선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광고홍보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 8.

5) 이주하, “환경 캠페인 디자인 연구” (연세대학교 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 10.

6) 문인선, “그린 이미지 전략 브랜드의 국내․외 사례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 9.

본 연구의 목적은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을 긍

정적으로 인식하도록 친환경 패션 문화를 조성하

기 위한 것으로, 환경 캠페인 티셔츠 디자인을 개

발하고 그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 

캠페인의 의미와 국내․외 환경 캠페인의 동향을 

고찰하여 그 이론적 내용을 이해한다. 둘째, 환경 

캠페인을 사례별로 분류하여 그 내용의 특성과 표

현방법을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사

례 고찰에서 도출한 특성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제

안하고 결과로써 캠페인 티셔츠 5작품을 제작한다.

연구방법은 이론적 고찰을 위하여 환경 캠페인 

관련 전문서적과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그리고 전

문 매체의 관련 기사 내용을 분석한다. 사례 고찰

은 브랜드의 마케팅 일환으로 진행 중인 대표적 환

경 캠페인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분석하 으며, 특

히 환경 캠페인 사례는 관련 키워드의 인터넷 검색

과 환경단체 사이트에서 그 자료를 수집하 다. 이

러한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고찰을 바탕으로 도출

된 결과로써 캠페인 티셔츠 5작품을 주제별로 디자

인한다. 

환경 캠페인 관련 선행 연구는 마케팅적인 측면

과 디자인적 측면으로 구분되며, 주로 친환경 제품

의 제작, 구매, 폐기의 관점에서 그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성미 (2010)
2)
은 “환경이슈 관여도와 소

구 유형에 따른 그린 캠페인의 설득효과 연구”에서 

그린 캠페인의 환경 관여 이슈에 따른 소비자의 유

형과 캠페인 소구 유형에 따라 어떤 태도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하승연(2009)3)은 “친환경 패

션에 나타난 가치와 디자인 요소”에서 친환경 패션

에 내재된 가치와 이를 충족시키는 디자인 요소를 

고찰하고 소비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친환경 패션의 

디자인 구성요인을 도출하여 친환경 패션 브랜드 

기획에 적용하고자 하 다. 이계선(2010)
4)
은 “소비

자 가치 추구에 따른 Eco-Bag의 비주얼 선호 유형

과 선택에 관한 연구”에서 환경 캠페인 아이템인 

에코백 구매시 에코백의 비주얼 선호 유형을 조사

하여 연관성을 연구하 다. 이주하(2006)
5)
는 “환경 

캠페인 디자인 연구”에서 동서양의 자연 가치관을 

고찰하고 환경 캠페인의 일환으로 호주 환경 캠페

인을 위한 환경 사진전의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하

다. 문인선(2004)
6)
은 “그린 이미지 전략 브랜드

의 국내․외 사례 연구”에서 그린 기업 이념을 내

세우고 있는 대표 기업의 사례를 조사하여 그린 이

미지 전략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 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환경 캠페인의 특성

이나 환경 캠페인이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향을 

고찰한 마케팅 관련 연구가 대부분이다. 특히 현재 

환경 캠페인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반하여, 친

환경에 관련된 패션디자인 분야의 연구들은 대부

분 친환경 소재 기획, 염색, 친환경 공정 유도, 재활

용 등 한정적인 연구 범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 캠페인을 패션디자인에 접목하여 

일상생활에서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일상 문화

로 제시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선행 연구와의 

다른 점이다.  

진정한 감동을 전달하는 캠페인은 그 의미 전달

<그림 1> 연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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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황보 , “기업이미지 광고에 나타난 사회적 책임활동 캠페인 메시지 변화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광고홍

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 8.

 8) 하승연, op. cit., p. 16.

 9) 패션전문자료편찬위원회, 패션전문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2010), p. 134.

10) NAVER 용어사전, [2011년 2월 11일 검색];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3&docId=3906

11) 위키백과, (2011년 1월 31일 [2011년 2월 11일 검색]); available from wikipedia@ http://ko.wikipedia.org

12) 박성희, “환경캠페인 광고의 표현 특성과 교육적 의미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 23. 

과 효과가 크기 때문에 친환경 문화 조성에 파급 

효과가 크다고 사료된다. 특히 친환경 생활의 일상

화를 위한 환경 캠페인의 패션 도입이야 말로 긍정

적 공익을 위한 문화 조성에 보다 효과적이므로 다

른 주제와 더 다양한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Ⅱ. 이론적 고찰

1. 경 캠 인의 이해 

최근 이상적인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사막화 

현상, 해양오염, 쓰레기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현

상이 인류의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환경문제의 심

각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러한 환경 문제의 대

두로 국가나 기업 환경 단체들은 환경 의식을 높이

기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환경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 재해가 국제적 재난으

로 부각되면서 지구 온난화 방지, 국제 환경규제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환경 문제를 기업

의 존속이나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것으로 인식한

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은 기업에 대

한 긍정적인 인식을 부여하고 매출에도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 

환경 문제의 관심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사안이 

되었으며, 현대인의 일상생활은 친환경을 고려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 친환경이란 시대와 

연구자마다 자연주의(Naturalism), 그린(Green), 환

경 친화(Environment-friendly), 에코(Eco), 지속가

능한(Sustainable), 웰빙(Well-being), 그리고 로하스

(LOHAS)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져 왔다.
8)

 캠페

인(campaign)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관된 

계획 하에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화 등 

매스컴을 동원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일

련의 운동이다. 이러한 캠페인은 어떤 성과를 기대

하고 일정기간 행해지는 사회적, 정치적, 상업적인 

일련의 조직 활동으로 사회적 이슈를 직접적으로 전

달하는 역할을 한다.
9)

 특히 특정 단체가 아닌 기업

에서 주도하는 공익 캠페인이야 말로 기업의 이미

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대인의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을 반 하여 기업들은 환경 캠페인을 주도

하고 있으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환경 캠페인

을 주도하고 있는 환경 단체로 스위스에 본부를 두

고 있는 세계 최대의 민간 자연보호 단체인 WWF

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생물

의 다양성 보전, 자원의 지속적 이용 추진, 환경오염

과 자원 및 에너지의 낭비 방지를 3대 사명으로 하

고 있다.10) 그린피스(Greenpeace)는 1971년 설립된 

국제 환경보호 단체로서 핵실험 반대와 자연보호 

운동 등을 통하여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고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11) 국내의 녹

색연합은 백두대간보존운동, 갯벌보존운동과 간척

사업반대운동, 야생동물보호운동, 해양쓰레기 모니

터링 등 환경보호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그 외에도 

지구의 벗, 제3세계 네트워크, GEO, 환경운동연합 

등 다양한 환경 단체들이 활동 중이다.12)

환경 캠페인은 기업이 독자적으로 하기도 하지

만, 공익기관이나 NGO와 제휴하기도 하며 많은 참

여를 동원하기 위하여 인기 연예인을 입하여 캠

페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것은 대중의 인식 변화

에 향을 미치고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태도에 변

화를 주려는 교육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 

행동이나 실천을 장려한다. 그리고 소비자가 구매

한 제품 수익의 일부를 기금 모금으로 환원하는 방

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환경 캠페인은 CO2 발생으

로 인한 오존층 파괴와 대기오염, 생활하수와 산업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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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희정, “환경 친화적 태도에 따른 친환경 패션제품 구매행동”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 

33.

14) 이준서, “녹색공감(친환경)을 위한 공익광고 디자인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 28.

15) 권중록, “공익광고 캠페인 주제로 나타난 사회문제의 Positioning에 관한 연구,” 광고학 연구 13권 4호 (2002), 

p. 116.

16) 여훈구, 그린마케팅, (서울: 안그라피스, 1995), p. 56. 

17) 우에조 노리오, 공익광고 연구, 김민기 역 (서울: 한국방송광고공사 출판사업부, 2005), pp. 34-37.

를 권고하는 토양오염,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 

증가에 따른 쓰레기 오염, 산림 파괴에 의한 동물 

멸종위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3)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환경 캠페

인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실

천과 행동을 촉구할 수 있다. 이제 환경운동은 국

가 간의 국제적 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의 문제로 

직면하 기에 개인 각자가 환경 보호에 솔선 실천 

및 참여하여 생활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야겠다. 현재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저탄소 녹색

성장 운동을 바탕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제한 캠페

인,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쓰레기 분리 배

출 홍보 캠페인, 녹색 생활화 운동 촉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 정화 활동 등 살기 좋은 고

장,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다양한 활동이 진

행 중이다.
14)

 

2. 내․  경 캠 인의 동향

근래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이와 관련한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의정서와 G7 회의 등 국제회의가 많아지고, 전 세

계적으로 환경 관련 이슈가 알려지면서 기업들의 

환경 캠페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캠페인은 내용적으로는 소구 방법, 

캠페인 주제, PR(Public Relations) 효과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15)

첫째, 어떠한 소구 방법을 사용해서 캠페인의 내

용을 전달하느냐 하는 것은 캠페인의 커뮤니케이

션에서 매우 중요하다. 캠페인의 소구 방법으로는 

감각이나 정서에 호소하거나 지적 이해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16)

,〈그림 2～4〉처럼 다양한 광고 매

체를 활용하여 환경을 고려하는 기업철학을 강조

하는 방법이 있다.〈그림 2〉는 환경 보호 캠페인을 

실천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철학을 보여주고 

있는 국내 기업 유한킴벌리의 공익 캠페인 ‘우리강

산 푸르게 푸르게(Keep Korea Green)’로 1984년부터 

현재까지 환경 캠페인을 통하여 긍정적 기업 이미

지를 고수하고 있다. 대표적 친환경 브랜드 더바디샵

은 환경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자는 경  마인

드로 브랜드를 운 하고 있으며,〈그림 3〉의 ‘Protect 

Our Planet’는 환경의 날을 맞아 진행한 환경 캠페

인이다. 아웃도어 브랜드 콜롬비아는 재활용 페트

병에서 추출한 재생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한 원단

을 사용해 제품을 출시하는 친환경 경  마인드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그림 4〉와 같은 환경 캠

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환경보호에 기여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에 대한 관

심이 고조되고 정부, 국제기구, 사회단체, 기업, 소

비자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고 있다. 특

히 기업의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경 은 이윤과 공

공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성장의 필수요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경 은 기업 이미지와 제품에 

대한 평가와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어 기업은 친환경 사회 마케팅 프로그램을 활성

화 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공익 캠페인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선보

이는데 성격상 주제를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어려

우나, 일상생활을 통해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는 공

공 문제는 공통적으로 인식을 한다. 캠페인에 대한 

이해 항목으로는 언급할 문제가 무엇인가, 캠페인

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타깃은 누구인가, 

메시지는 무엇인가, 어떠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가를 고려해야 한다.17) 환경을 주제로 한 캠페인의 

사례인〈그림 5〉는 디젤의 2009년 캠페인으로 지

구 온난화와 관련된 환경 캠페인으로 환경오염을 경

고하고 있다.〈그림 6〉은 질병에 관한 캠페인으로 

세계적인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진행하는 아프리카

의 에이즈 확산 방지 캠페인인 RED campaign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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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참여 브랜드는 CONVERSE, I-pod, Motorola, 

American Express, GAP, Emporio Armarni 등이 있

다.〈그림 7〉은 피부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티셔츠로 Marc Jacobs가 디자인하 는데, 

Victoria Beckham의 누드 사진이 프린트된 티셔츠

를 남편 David Beckham이 입어 화제가 되었다.〈그

림 8, 9〉는 국제 아동 보호를 위한 캠페인의 사례로 

국내외 환경 캠페인 사례

<그림 2> 유한킴벌리/

‘우리강산 푸르게푸르게’

  <그림 3> 더바디샵/

‘Protect Our Planet’

  <그림 4> 콜롬비아/

지구 온난화

<그림 5> 디젤/

‘GLOBAL WARNING READY’

  
<그림 6> (RED) campaign/

Product(Red)

  
<그림 7> Marc Jacobs/

‘피부암 캠페인’

  

<그림 8> TOMS/

‘Shoes for Tomorrow’

  
<그림 9> KUHO/

‘HEART FOR EYE’

  
<그림 10> Hindmarch/

‘Eco Bag’
<그림 11> Imitation 

of Christ/ '07 S/S

가난과 기아에 처한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

를 나타낸다.〈그림 8〉은 신발을 신지 못하는 아들

에게 한 켤레를 기부한다는 브랜드의 경  철학을 

강조하는 TOMS의 사례이다. 그 외에 국내 패션 브

랜드 온앤온이 월드비전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하여 

동남아시아 거리 아동지원 사업 기금 마련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그림 9〉는 구호(KUHO)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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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권중록, op. cit., p. 119.

19) 문인선, op. cit., p. 114. 

20) 성미 , op. cit., p. 18.

21) 이계선, op. cit., p. 14.

22) 배지 , “친환경적 패션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 27.

시각 장애 어린이들을 위해 진행한 캠페인으로 개

안 수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 캠페인의 PR 효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로 대중이 긍정

적으로 생각하는 요소들로 구성된다.18)〈그림 10〉의  

‘Eco Bag’은 Hindmarch가 ‘I'm not a plastic bag’을 

한정 판매로 내놓은 데서 시작되었는데, 패션계 캠

페인 문화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많은 브랜드들

이 장바구니 이미지의 에코백을 패션화 시켜 출시

하 으며, 친환경 확산을 위한 홍보를 위하여 활용

되고 있다.〈그림 11〉의 Imitation of Christ는 뉴욕 

패션계에서 고가의 드레스를 내놓는 유명 브랜드

이지만, 초반에는 각종 빈티지숍에서 구입한 중고 

의류를 리폼하여 뉴욕 컬렉션 무대에 등장시켜 큰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PR 효과는 대중에게 호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기업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없어 

보이는 자선 행사를 주최하거나 비 리 단체에 기

부금을 납부하고, 단체 봉사 활동을 실시하는 것도 

대중의 호의를 얻기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19)

Ⅲ. 실증적 고찰

1. 경 캠 인 티셔츠 사례 연

사회적 이슈나 공익 그리고 특정 목적을 위해 진

행되는 캠페인에서 티셔츠는 중요한 소구로 사용

된다. 한 장의 티셔츠에 담긴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인해 캠페인의 성과를 높이기도 한다.
20)

 이러한 캠

페인 티셔츠는 가장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

이 되면서 패션 트렌드가 되고 있다. 저렴한 가격

에 브랜드가 내놓은 캠페인 티셔츠를 구매하고 환

경 운동에 동참한다는 의미도 주기 때문에 많은 의

류 브랜드에서 캠페인 티셔츠를 출시하고 있으며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한 환경 캠페인 티셔츠의 

디자인 기능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 캠페인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기업

이나 상품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심어주어 회사의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1) 

사례로는 항공회사 진에어

의 친환경 캠페인 ‘SAVe tHE AiR’가 있는데,〈그

림 12〉의 캠페인에 가수와 배우 등 유명 연예인이 

동참시켜 관심을 높여주고 있으며, 티셔츠를 판매

해 수익금을 환경 보호기금으로 전달하여 사회에 

환원한다. 환경 캠페인을 통한 회사의 그린 이미지

는 제품 홍보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

며, 더불어 수익금의 환경단체 기부는 수익을 사회

에 환원하는 마케팅은 소비자의 제품 구매를 증가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 예술계

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기업으로 이미지를 굳

힌 패션 기업 쌈지〈그림 13〉은 환경 관련 티셔츠

를 제작하여 쌈지마켓 매장을 통해 환경 메시지를 

전달한다. 회사의 이미지 홍보와 수익금의 기부를 통

해 사회 환원을 실천하려는 캐주얼 브랜드 U.G.I.Z는  

환경 캠페인으로 ‘해피 바이러스 티셔츠’ 프로모션

〈그림 14〉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그림 15〉의 JACK 

& JILL은 채소를 심고 가꾸자는 취지의 에코 캠페

인 ‘URBAN FARM’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럽, 미

국 등지에서 유행 중인 환경 운동 중 하나이다.

둘째,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하

여 캠페인 역을 세분하여 주제별로 캠페인을 진

행하고 있다. 세부 주제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동물보호, 환경오염, 그린 라이프 등이 있으며
22)

, 

물, 공기, 동물, 환경 보호와 관련된 슬로건과 실천

을 제안한다. 

먼저 대기오염에 관한 캠페인 티셔츠는 CO2 배

출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슬로건을 제시

하며, 자전거 타기 운동이나 걷기 등을 제안하고 있

다. 자전거는 탄소 배출량이 없어 무공해 운송 수

단으로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패

션 브랜드에서 자전거를 컨셉으로 디자인 라인을 

구성하기도 한다. 그 사례로〈그림 16〉의 캐주얼 브

랜드 DOHC는 ‘5% Decrease Energy for planet’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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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건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5% 에너지 도네이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그림 17〉은 수질오염에 

관한 캠페인으로 디자이너 하상백이 Swarovski와 

공동 제작한 ‘Save Water’ 티셔츠 디자인이다. 그는 

티셔츠 디자인을 통해 물은 보석보다 빛나는 생명

의 근원이라며 물의 중요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

하고 환경을 살리는 운동에 동참하기를 홍보하

다. 아웃도어 브랜드 Lafuma에서는 ‘국립공원 깃대

환경 캠페인 티셔츠 사례

기

업

홍

보

<그림 12> 진에어/

‘Save the Air’  
<그림 13> 쌈지마켓/

‘Think Green’  
<그림 14> U.G.I.Z /

‘렛츠 그린 플러스 업’

 
<그림 15> JACK & JILL/

‘URBAN FARM’

     

주

제

별

캠

페

인
<그림 16> DOHC/

에너지 도네이션 

캠페인

  
<그림 17> 하상백/

‘Save Water’
  

<그림 18> Lafuma/

‘국립공원 깃대종 보호’   
<그림 19> 윤호섭/

‘Stop Global Warming’

티

셔

츠

디

자

인
<그림 20> 에비수/

‘Save Our Smile’
 
<그림 21> Le Coq Sportif /

‘Bicycle Power’ 
  

<그림 22> 톰보이진

/‘Sunny & Cloudy’
 
<그림 23> 강동준/

‘한국 토박이 동물 보호 

티셔츠’

종 보호 캠페인’의 일환으로〈그림 18〉의 깃대종 

보호 캠페인 티셔츠를 선보 다.〈그림 19〉는 자원 

재활용과 쓰레기 배출을 줄이자는 주제의 캠페인으

로는 환경 운동가 윤호섭이 진행 중인 ‘Stop Global 

Warming’이라는 이색적인 환경 캠페인이다. 입지 

않는 흰색 티셔츠를 가져오면 티셔츠에 직접 그림

을 그려주는데 헌 옷을 재활용하자는 의미와 직접 

그린 환경 메시지는 새로운 홍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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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수희, “슬로건의 타이포그래피 표현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 42. 

24) 이인구, 카피 한 줄의 힘, (서울: 컴온북스, 2002), p. 32.

셋째, 환경 캠페인 주제 슬로건을 나타내는 타이

포그래피와 이미지 디자인을 티셔츠 디자인에 활

용하여 명확한 의미 전달과 디자인 감각을 높인다. 

캠페인에서 슬로건은 메시지의 핵심을 함축적인 

문장으로 응축시켜 그 특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작

성되어야 한다.23) 환경 캠페인 슬로건은 광고에 힘

을 더해주는 목적으로 장기적이고 누적적이며 일

관성 있는 시리즈 광고를 집행할 때 더욱 쉽게 기

억하도록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짧은 광고 카피를 

말한다.24) 슬로건은 추가적인 연상을 제공하고 문

자만으로는 그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기 때문

에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등과 같이 사용되어 그 의

미를 강조할 수 있다. 

다음은 슬로건의 디자인 사례로 타이포그래피

만 활용한 사례, 타이포그래피와 이미지를 함께 

활용한 사례, 그래픽 이미지만 활용한 사례로 나

타난다.〈그림 20〉은 슬로건을 타이포그래피 만을 

활용하여 티셔츠 디자인으로 활용한 사례로 진캐

주얼 브랜드 에비수의 ‘S.O.S 캠페인’은 ‘Save Our 

Smile’ 의 약자로 환경과 자연을 보호하여 우리의 

환경이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일반적으로 슬로건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타이

포그래피와 슬로건 의미의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

한 이미지와의 조화를 통한 티셔츠 디자인이 많은 

사례를 보이는데, Le Coq Sportif는 ‘Bicycle Power’ 

캠페인을 통하여 자전거 타기 문화 홍보하고 있는

데,〈그림 21〉의 캠페인에서 슬로건과 관련 이미

지를 조합한 디자인으로 캠페인 효과와 디자인 효

과를 높이고 있다 . 이 외에 슬로건을 배제하고 관

련 이미지를 부각시켜 시각적 효과를 높인 사례가 

있다 . 톰보이진의〈그림 22〉는 날씨 티셔츠는 지

구 살리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캠페인 티셔

츠로 날씨와 관련된 미적 표현을 높인 이미지 디

자인으로 티셔츠 디자인을 완성하 다. 그리고 

강동준의 한국 토박이 동물 보호 캠페인 티셔츠인

〈그림 23〉은 한국의 토박이 동물을 모티브로 단

순하지만 디자인성을 강조하며 핵심적인 메시지

를 전달한다 . 

2.작품 제작 의도  

공익 캠페인의 가장 큰 목적은 사회 문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한 문제 해결

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본 장에서는 환경 캠페인 

사례 고찰에서 도출된 특성을 바탕으로 디자인 컨

셉을 정하고, 제작을 위한 디자인 방향을 설정한다. 

이러한 디자인 방향 설정과 디자인 제안은 내용적 

측면, 외형적 측면, 기대효과의 관점에 맞춰서 제안

한다. 

내용적 측면은 소구방법, 캠페인 주제, PR(Public 

Relations) 효과로 구분하 다. 먼저 캠페인 소구방

법은 환경 캠페인 티셔츠 제작인데, 이는 홍보 매

체의 다양성으로 설명되며, 창작 발상의 폭을 넓혀 

높은 캠페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캠페인 주제

는 환경오염이며, 이에 따른 문제 인식과 대안을 

위한 주제별 환경 보호 캠페인으로 나누어지며, 환

경 캠페인은 환경 문제에 따라서 접근 방식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PR 효과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

번하게 접할 수 있는 패션을 홍보 도구로 활용하여 

환경 캠페인을 진행하여 친환경 문화 조성에 공헌

하는 것이다. 

외형적 측면은 독창적 캠페인 진행으로 차별화

를 모색하고, 친환경 캠페인과 프로모션의 동시 효

과를 창출하며, 캠페인 홍보의 실용성과 디자인적 

요소를 겸비하는 특성을 강조한다. 캠페인을 통한 

기대효과는 브랜드 선호도 인지도의 상승효과, 일

반인의 공익 활동의 참여도 상승, 친환경 문화 조

성을 유도한다. 이러한 환경 캠페인 티셔츠 구매를 

통한 일반인의 친환경 캠페인 참여와 친환경에 대

한 의식 변화 유도는 또 다른 캠페인의 모색으로 

발전하여 그 활성화가 예상된다. 

친환경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선해

야 할 문제점의 파악과 지향해야 할 실천방안을 제

시해야 한다. 본 연구의 디자인 제안이 환경 문제

를 해결하는 궁극적 해결 방안은 아니지만 환경 문

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활성화와 일상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 앞 장의 환경 캠페인 티



제 19 권 제 5 호 김  미  현 37

－ 925 －

셔츠 사례 고찰에 따른 환경 캠페인 티셔츠의 특성

과 디자인 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

범위한 환경 캠페인 슬로건을 내세우기 보다는 수

질, 대기, 환경오염과 동물 멸종에 관한 구체적 주

제로 디자인 컨셉을 구분 짓는다. 둘째, 타이포그래

피만으로는 슬로건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

기 때문에 관련 이미지의 조화를 통하여 명확한 의

미전달을 강조한다. 셋째, 다양한 계층의 수용을 위

해 단조로운 디자인에서 벗어나 최신 트렌드를 반

하여 디자인 감각을 높인 디자인을 개발한다. 

다음은 작품의 디자인 방향에 관한 설명으로 컨

셉, 슬로건, 슬로건 디자인, 디자인 의미 설명의 순

서이며,〈표 1〉과 같다. 

<표 1> 환경 캠페인 티셔츠 작품 디자인 방향

환경 캠페인 티셔츠 작품 디자인 방향

작품 컨셉 슬로건 슬로건 디자인 디자인 설명

작품 1 공기/대기오염 Save The Air
푸른 산이 공기가 되어 맑은 공기로 숨 

쉴 수 있다는 의미 

작품 2 물/수질오염
Clean Water

Start With Me

슬로건에 물 이미지를 합성하여 의미

전달 강조

작품 3 동물/동물보호
Save Me!

Protect Animal

동물의 학대가 곧 인간의 학대로 돌아

온다는 경고 

작품 4
환경/ 

쓰레기 배출
Recycle More 

작은 것들을 아끼고 재활용하면 큰 자

원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전달

작품 5
그린 라이프/

친환경 생활화

Green

Go Green

Think Green

Love Green

친환경 생활을 일상화 하자는 실천 강

조

〈작품 1〉은 대기 오염을 주제로 디자인을 진행

한 캠페인 티셔츠이며, 슬로건은 ‘Save The Air’이

다. 슬로건 디자인은 타이포그래피와 여인 이미지, 

공기의 그래픽 이미지로 구성하 다. 공기의 이미

지는 산을 축소한 것으로 푸른 산이 공기가 되어 

맑은 공기로 숨 쉴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작품 2〉는 수질 오염을 주제로 디자인을 진행한 

캠페인 티셔츠로, 슬로건은 ‘Clean Water Start With 

Me’이다. 슬로건이 강조된 디자인으로 슬로건에 

물 이미지를 합성하여 깨끗한 물의 중요성을 강조

하는 의미를 전달한다. 

〈작품 3〉은 동물보호를 주제로 디자인을 진행한 

캠페인 티셔츠로, 슬로건은 ‘Save Me! Protect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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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환경 캠페인 티셔츠 작품 제작 방법

작품 제작 방법

작품 1

작업 1 작업 2 슬로건 디자인 완성

작품 2

작업 1 작업 2 슬로건 디자인 완성

작품 3 

작업 1 작업 2 슬로건 디자인 완성

작품 4

작업 1 작업 2 슬로건 디자인 완성

작품 5

작업 1 작업 2 슬로건 디자인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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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신진석, “환경행동의 유형에 따른 공익광고 메시지의 프레이밍 효과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4), p. 48.

이다. 슬로건 디자인은 타이포그래피, 여인 이미지, 

사슴 뿔의 그래픽 이미지를 합성하여 새로운 이미

지를 만들어냈다. 사슴뿔을 단 여인의 이미지는 동

물과 인간의 생명을 동일하게 묘사하며, 동물의 학

대가 인간 자신의 학대로 돌아온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작품 4〉는 환경오염을 주제로 디자인을 진행한 

캠페인 티셔츠로, 슬로건은 ‘Recycle More’이다. 슬

로건 디자인은 타이포그래피, 재활용 마크, 나무 이

미지를 사용하 으며, 작은 것들을 아끼고 재활용

하면 큰 자원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전달하고 있

다.

〈작품 5〉는 그린라이프를 주제로 디자인을 진행

한 캠페인 티셔츠로, 슬로건은 ‘Green, Go Green, 

Think Green, Love Green’이다. 슬로건의 타이포그

래피와 하트 그래픽 이미지를 사용하여 일상생활

에서 친환경을 실천하고, 생각하고, 사랑하자는 의

미를 나타내며, 친환경 생활을 일상화 하자는 실천

을 강조한다. 

환경 캠페인 티셔츠 작품 제작 방법은〈표 2〉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작품 1～5〉

는 각각 대기오염, 수질오염, 동물보호, 쓰레기 문

제, 친환경 생활 유도와 관련된 주제로 다양하게 진

행된다. 작업은 슬로건 작업, 슬로건 디자인, 티셔

츠 디자인으로 진행된다.〈표 1〉의 환경 캠페인 티

셔츠 작품 디자인 방향 설정 작업에서 구상된 슬로

건 디자인은 관련 이미지와 조합되어 슬로건의 명

확한 의미를 전달하고, 티셔츠에 디자인 요소로 활

용되어 실용성과 디자인성을 높인 캠페인 티셔츠

로 제안된다. 이는 타이포그래피 작업을 통한 슬로

건 디자인 작업, 슬로건과 어울리는 이미지 선택, 선

택한 이미지와 그래픽 이미지 그리고 슬로건의 조

화로운 배치, 완성된 슬로건 디자인의 티셔츠 배치 

그리고 완성하는 순서로 작업되며,〈표 2〉와 같다. 

이와 같은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당면한 환

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의 시도는 환경 문

제의 심각성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긍정적 계몽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25) 사회적 요구

에 대응하는 친환경 문화를 생활화하기 위한 캠페

인을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패션

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기업에서 친

환경 기업 이미지와 제품 홍보를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캠페인 티셔츠는 지속적으로 생활에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캠페인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어 디자인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

Ⅴ. 결  론

환경오염의 심각성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한 환경 캠페인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환경 캠페인에 관련된 패션 관점

의 연구나 학문적 관심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 문제를 일상생활에 자주 

접하게 하여 친환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 캠페인을 패션디자인에 도입하는 디자인 제

안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친환경 패션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티셔츠에 관한 것으로 결론은 다음과 같다. 환경 

캠페인 티셔츠의 사례 고찰에 나타난 디자인 특성

은 먼저 환경 캠페인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기업

이나 상품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구체적인 메시

지를 전달을 위하여 캠페인 역을 세분하여 주제

별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환경 캠페인 주제

가 디자인 요소로 사용되어 티셔츠 디자인에 활용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 고찰과 사례 고찰을 통해 도출된 캠페인 티

셔츠 디자인의 제안과 활용방안의 모색을 위한 전

반적인 디자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범위한 

환경 캠페인 슬로건을 내세우기 보다는 구체적인 

주제로 디자인 컨셉을 구분 짓는다. 둘째,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슬로건 디자인시 타이포그래

피와 이미지를 적절히 조합하여 활용한다. 셋째, 최

신 트렌드를 반 한 세련된 디자인을 개발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으로 제작된 5작품은 

친환경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티셔츠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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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방안이며 디자인 대안의 제시이다.〈작품 1〉

에서〈작품 5〉는 사례 고찰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

으로 디자인 컨셉과 아이템 그리고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 다. 그에 따른 디자인 제안으로 제시된〈작

품 1～5〉는 각각 대기오염, 수질오염, 동물보호, 쓰

레기 문제, 친환경 생활 유도를 주제로 하여 공기, 

물, 동물, 재활용, 그린 라이프를 컨셉으로 하여 친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제안하 다. 또한 명

확한 의미전달을 고려하여 타이포그래피와 관련 

이미지를 적절히 조합한 디자인을 제시하 다. 그

리고 일반 의상과의 코디네이션을 위하여 트렌드

를 반 한 디자인을 하 다.  

친환경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티셔츠의 저변 

확대를 위한 디자인 제안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환경 캠페인의 가치관을 익혀 환경 

보호를 위한 올바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착용되는 캠페인 티셔츠는 접촉 빈

도가 많아 캠페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새로

운 디자인 요소로서의 친환경은 다양한 디자인 요

소로 그 개발이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패션 분야의 환경 캠페

인 관련 선행 연구가 미비하여 환경 캠페인의 유형

구분에 대한 연구 자료가 부족하 고, 환경 캠페인

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고찰이 캠페인 광고와 관련

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의하여 패션 관점의 정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환경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

어 환경 캠페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비하여 

학문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후속 연구에서

는 캠페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공익 

캠페인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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