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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litical and social statements through fashion de-
sign, by comparing with more activated statements in the general design area. To achieve this, 
the documentary study and practical case study have been executed. First of all, the meaning of 
design politics was defined and the cases of design practice of political and social statements were 
reviewed and classified historically. Traditionally, designs have been inextricably linked with politi-
cal authorities and ideologies. As propaganda, it has been used for power authority to seize pow-
er and maintain dominance. On the contrary, they could be an instrument to resist and criticize 
against contemporary power authority and dominant. Next, the political and social statements 
were traced historically through fashion design on the basis of the two previously reviewed 
categories. And then, comparing political and social statements between design and fashion de-
sign, the contents and ways of their expressions were similar. In design, there were more various 
ways when the designers were leading collective behavior, but in fashion design, there were more 
leading voices of socio-political organizations and resistant counter culture groups. Now, new 
trends are rising constantly where individual designers' creations express many different socio-po-
litical beliefs. This study which inquires designers' political and social involvement will be helpful 
in making people rethink the social role of fashion design and encouraging conscious fashion de-
sign activism.

Key words: activism(행동주의), conscious fashion design (의식 있는 패션 디자인), 
design politics(디자인 정치학), political and social statement(정치․사회적 발언), 
social role(사회적 역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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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디자인은 사회를 반영함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끼치므로 사회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아왔다. 더 나아가 디자인은 인간 일상의 삶의

영역을 다루고 이에 대해 조형적으로 규정하는 속성

이 있어 디자인의 정치학이라는 명목 하에 부지불식

간에 사회, 문화를 지배하는 힘을 지닌다. 디자인은

시각적 언어로 사회와 대중과 소통한다. 네덜란드의

진보적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교육자인 Jan van Toorn

은 디자이너를 ‘사회적 커뮤니케이터’로 명명하였는

데, 이는 디자이너가 가져야할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주목하여 이제는 디자이너가 대중과 사회의 소통을

실현해야 하며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

를 대중에게 부여해야 할 때1)임을 의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01년 9월19일 뉴욕 ‘Daily News’와 함께 배포된

‘I Love NY More Than Ever’라는 포스터는 911사

태 이후 뉴욕 시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졌는데, 이 작

품의 디자이너 Milton Glaser는 이라크 전쟁을 비롯

해 세상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그래픽 작품들을 ‘불찬

성의 디자인’이라는 책으로 엮어 출간했다. 이 책에

서 그는 시각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이루어진 디자

이너의 사회적 발언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잘 보

여주었으며 디자이너의 건강한 사회의식이 세상 부

조리에 맞설 때, 일상의 하찮은 버튼, 포스터, 엽서,

심지어 티셔츠와 책 등의 디자인도 역사를 바꿀 수

있음을 피력한다.2)

패션 디자인 역시 정치학, 특히 착용자의 정체성

과 관련하여 개인 외모의 정치학까지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구도를 가지고 있으며 시각적 언어로서 정치

적, 사회적 발언을 해왔다. 고대훈 중앙일보 논설위

원은 “사회학자들은 각 개인의 의상은 그 자체가 기

호 언어이며 무언의 신호체계, 곧 일종의 커뮤니케이

션 미디어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요즘 학계에서는 정

치․사회학적 연구가 활발한데 패션을 개인과 집단

의 사회적, 정치적 위상과 철학을 내보이는 메시지라

고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점차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디자인의 정치․사회적 발언이 패션 디자인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근래 들어

의식 있는 사회적 디자인에 관한 전시4)와 연구들이

디자인 학계에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패

션 디자인에 있어서는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디자인

의 정치학 개념을 고찰하고 이에 근거해 디자인의

정치․사회적 발언의 실천 사례에 대한 사적 고찰을

통해 이들의 유형을 파악하며, 둘째, 패션디자인의

정치학 개념을 고찰하고 상기 고찰된 디자인 실천

유형에 따라 패션 디자인의 정치․사회적 발언 유형

을 파악하며, 셋째, 디자인과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정치․사회적 발언 유형을 비교 고찰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진행하

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디자이너의 정치․사회적

개입을 고찰해봄으로써 패션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

을 제고하고, 의식 있는 패션 디자인 실천에 기여하

고자 한다.

Ⅱ. 디자인의 정치․사회적 발언 고찰
1. 디자인의 정치․사회적 발언의 개념과 유형

1) 디자인을 통한 정치․사회적 발언 정의

디자인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또는 공유해야 할 의

식과 가치를 배양하고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고 유

지하며, 자아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변화를

창조한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지니는데,

여기서 디자인은 일종의 ‘말하기’ 방식을 취하며, 디

자인에 관계된 이데올로기는 일상의 형태에 스며들

어있기 때문에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는 않는다.5) 이

처럼 디자인은 사회에 대해 잠재적 지배력을 갖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함의를 갖는 영역으로서, 이러

한 무언의 커뮤니케이션 역할로 인해 대중의 사고와

행동에 암묵적으로 영향을 끼쳐 왔다. 김민수는 디자

인의 정치성은 거시적으로 인간 삶을 둘러싼 사회구

조와 그 안에서 벌어지는 힘의 역학관계 뿐만 아니

라 미시적으로 사물과 이미지에 대해 개인이 갖는

믿음, 가치관, 라이프스타일과 취향, 정체성 등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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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는 방식을 뜻하며 이러한 힘의 역학관계와 관계

방식을 ‘디자인 정치학 (design politics)'이라고 일컬

었다.6)

역사적으로 디자인 정치학에서 ‘예술 민주화’란 용

어는 창조적인 생산과 대중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

한 근대 디자인의 정치 이념을 뜻하는데 이는 산업

혁명 이후 영국의 극단적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

반동으로서 ‘정치적 공산주의’에 대한 급진성을 표명

했던 John Ruskin의 사상적 기반과 이를 배경으로

비록 성공을 못했지만 미술공예운동이라는 사회주의 개

혁 운동의 메시지를 최초로 생산에 접합시킨 William

Morris에 의해 흘러나왔다.7) 비록 실질적으로는 근대

운동으로서 실패했지만 미술공예운동의 예술 민주화

의 이념은 20세기 산업사회에서 디자인을 통한 사회

변혁이라는 디자인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제고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사실 디자인이라는 근대 용어가 등장하기 이전에

도 지배계층은 일상 사치품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강력하게 상징적으로 발현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지

배 권력은 보다 은밀하게 사회, 문화 그리고 개인의

삶을 통해 침투되어 좀 더 강력하고 잠재적으로 건

강, 음식, 환경 등 다양한 범위에 걸쳐 중요한 영향

력을 끼쳐 왔는데, 특히 자본주의하에 브랜딩과 광고

라는 수단은 대중의 욕망, 가치관, 열망을 은언 중에

조정하고 있다.8)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이와 같은 자

본주의의 디자인 정치학 역시 무언의 정치․사회적

발언이라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계층

정체성 표현의 무언의 정치․사회적 도구로서의 디

자인보다 좀 더 사회에 대해 의식을 갖고 목소리를

낸 디자인의 경우를 디자인을 통한 정치․사회적 발

언으로 정의내리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디자인의 정치․사회적 발언 유형

예로부터 미술은 이미지가 갖는 시각적 힘으로 인

해 당대의 정치권력 혹은 정치 이데올로기와 불가분

의 관계를 맺어왔다. 때로는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

기 위한 선전도구로써 미술을 이용하기도 하고 반대

로 당대의 권력과 이데올로기에 대항하기 위해 정

치․사회적 비판을 담아내기도 했다9). 근대 이후 본

격적으로 등장한 디자인 역시 이미지가 갖는 시각적

힘, 이데올로기적 속성으로 인해 이러한 정치, 사회

권력구조와 관계하게 되었다. 디자인 정치학을 이용

하여, 지배 권력 집단이나 개인 혹은 피 지배권력 집

단이나 개인 그리고 의식 있는 개인 디자이너 혹은

디자이너 단체가 정치․사회적 이념을 디자인을 통

해 발언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디자인의 정치적, 사회적 발언의 유형을

메시지를 보내는 주체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경우는 헤게모니를 쥐

고 있는 권력자 혹은 권력 집단이 권력의 정당성 강

화를 위해 혹은 정치․사회적 이념을 대중에게 알리

고 계몽하기 위해 디자인을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개인 디자이너 혹은 디자이너 단체가 당대 권력에

대한 지지의사를 가지고 디자인을 통해 자신들의 정

치․사회적 신념을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 경우는 권력구조에서 제외된 마이너리티 집

단 혹은 개인이 저항 코드로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저항 정치 단체 혹은 저항 문화 집단이 자

신들의 이념을 디자인을 통해 발언하는 경우 그리고

개인 디자이너 혹은 디자이너 단체가 시각적 저널리

즘을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디자인의 정치․사회적 발언

사례유형들을 역사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2. 디자인의 정치․사회적 발언 사례 유형에
관한 사적 고찰

1) 지배 권력의 정치․사회적 선전 도구로서 디

자인

근대 이전 절대 정권 구조에서 예술과 디자인은

대중을 통치하고자 하는 지배 권력의 정치적 도구가

되어 왔다. 이후에도 이는 지속되었는데 특히 군국주

의의 강력한 정권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이들은 예술

과 디자인을 통해 정치적 이념의 정당성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려 하였으며 또한, 일부 예술가들은 그들의

정치적 프로퍼갠더를 지지하고 이를 반영한 작품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군국주의나 사회주의 이외에 민

주주의 국가에서도 덜 강권적이기는 하나 이러한 목



패션 디자인을 통한 정치․사회적 발언

- 111 -

<그림 1> War=Revolution (Futurist Newspaper in World War

I), Mussolini & Marinetti,

- 세계를 뒤흔든 미래주의 선언, p. 51, p. 49.

<그림 2> Aleksei Gan’s

Constructivism manifesto

- Art into Life, p. 83.

적으로 디자인이 사용되고 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역사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파시즘과 미래주의

1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미래주의

는 전통에 대한 적대감과 기술에 대한 찬양이라는

면, 기술과 기계에 의해 전통과 부르주아 문화가 파

괴되는 장인 전쟁을 찬양한다는 점<그림 1>10)에서

이념적 연결고리를 갖고 있었다. 특히 Marinetti는 대

전 이후 우파 정치학과 결합되어 파시스트 정당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기도 했으며 후일 Mussolini의

문화고문이 됨으로써 현실정치와 미래주의 예술이념

을 접목하겠다는 뜻을 보이기도 하였다.11)

Mussolini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에는 이탈리아의

미래파 예술가들과 시인들의 도움이 일부 있었다. 미

래파 예술가들은 독특한 시각적 선언과 시적 타이포

그래피로 진보적인 색채를 가미하여 파시스트 정당

을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기법들을 만들어냈다. 파시

스트 정당이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는 동

안 간접적인 설득을 통한 그래픽 작업들은 국민들에

게 애국심을 고취시켰다.12)

(2) 러시아 아방가르드와 사회주의 리얼리즘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으로 대표되는 구성

주의는 예술을 위한 예술을 부인하고 예술의 정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대표적 사례이다. Tatlin과

Rodchenko가 주동이 된 25인의 예술가들은 더 이상

쓸모없는 작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공산주의 사회에

봉사하는 산업 디자인 시각커뮤니케이션, 응용 미술

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공동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예술가의 의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구성주의

이데올로기를 공식화하기 위한 초기의 시도는 1922

년 예술이 더 이상 끝났다고 주장한 Aleksei Gan<그

림 2>13)이 발행한 ‘Constructivism’이라는 브로셔였

다.14)

그러나 혁명적 사상을 예술로 승화시키려 했던 구

성주의의 이러한 흐름은 당시 예술보다는 사회주의

사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보수적 사회주의 노선

과 충돌하였을 뿐 아니라 1930년대 스탈린 시대에

돌입하면서 ‘자본주의 세계주의’, ‘엘리트주의’의 소산

이라는 이유로 반 마르크스적 예술로 치부되어 억압

받게 되었고 이와는 반면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회화

가 옹호되었다15).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구성주의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데올로기를 대중에

게 유포시키는데 있어 유용하다고 생각하여 주된 표

현 양식으로 활용하여 왔으며 현재에도 북한과 중국

등의 사회주의 예술에서 공식적인 스타일로 이용되

고 있다.

(3) 나치즘의 민족주의16)

독일 제3제국 시대 국가 사회주의자들은 기술과

디자인이 권력을 획득하고 반대세력을 침묵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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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ds. of Cheap Radio Set for All Germans,

Campaign to Make All Young Germans Join the

Organization

- The Third Reich in Power, p. 305, p. 309.

<그림 4> Smith, Poster for

American Red Cross

-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

p. 293.

<그림 5> President

Election Poster

for Kennedy

- 애드버스터, p. 200.

대다수의 사람들을 자신의 지지자로 확실히 끌어들

이기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됨을 이해하였기 때문

에 이를 통해 일상생활의 이데올로기적 획일화를 이

루고자 노력하였다. 정치적 선전을 위한 일자리 확보

조치로서, 전략적으로는 전쟁준비의 일환으로서 1920

년대부터 아우토반 건설을, 일찍부터 라디오가 대중

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데 가장 중요한 현대적 선

전매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독일의 모든 가정에

라디오를!”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중에게 라디오

보급을 추진하였다<그림 3>.17) 독일 제3제국 시대에

사람들은 몇몇 정책적 소비제품들을 통해 다가온 물

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디자인을 통해 국가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져들어 정치적 지지층을 이루었다.

한편, 국가사회주의자들은 ‘민족문화(Volkskultur)’

를 자신들이 내세우는 혁명의 주목표로 선전하였다.

결과로 나온 형태는 목적에 따라 토속양식이나 역사

주의 양식에 모던한 형태를 적용시키거나 조합한 것

이었기에 어떤 경우에도 국가사회주의의 고유한 양

식이라 말할 수 없었지만 이러한 양식은 소시민적인

편안함과 풍족함을 느끼게 하는데 유용하였을 뿐 아

니라 전쟁준비의 연장선에서 국가사회주의적인 경제

정책과 분배정책에도 요긴하였다. 국가사회주의자들

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선전하였던 기술과 디자인의

결과물들은 명백하게 역설적이었지만 반면에 그것들

은 모두 국가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4) 선거, 공익 광고 캠페인

군국주의나 사회주의가 디자인을 국가 이데올로기

를 전파시키기 위해 이용한 것과 같이 민주주의 국

가에서도 선거 유세나 국민 의식 개선을 위한 공익

광고<그림 4>18)와 같이 특정 정치 목적을 갖는 활동

에 있어 이데올로기적 발언을 위해 디자인이 사용된

다. 선거 캠페인에서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특성을 일반 대중에게 보다 쉽게

전달하고 강조한다<그림 5>.19) 공익 광고에는 사회문

화적으로 무 의식화되어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을

구별짓는 ‘행동 코드’, 모든 국민이 추앙할 대상이나

가치로서 ‘이상적인 국가 코드’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는 국민의 단합된 실천의지로 이루어진다는 계몽

적인 믿음에 기대고 있다.20) 이는 Berman이 디자인

에 공공선을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한 것21)

과 같이 디자인 본질에 있는 공동의 이익과 좋은 행

동을 추구하는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피지배권력의 저항의 표현으로서 디자인

어느 사회이든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헤게모니를

유지하거나 쟁취하기 위하여 지배 집단이 있으면 이

에 저항 세력들도 존재한다. 여기서 말하는 저항성의

의미는 단순히 현 사회에 대한 투쟁의 의미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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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The

Meaning of the Hitler

Salute,

- 1900년 이후의

미술사, p. 172.

<그림 7> Front Cover

of ‘Spy’

- Graphic Agitation,

2, p. 99

<그림 8> Illust of Ecole des

Beaux Arts, Grapus Poster

- 사회적 디자인, p. 29,

디자이너, 세상을 읽고 움직인다,

p. 20.

<그림 9> Reid’s Punk

Graphic

- http://www.sedition

aries.com

라 사회의 공공성을 위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주체

적인 입장과 발언 그리고 성찰의 개념으로 보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의미이며 단순히 저항만을 하는

것이 아닌 현실 사회에 대한 대안을 갖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22) 서구에서 이러한 의미를 갖는 포스터

나 일러스트레이션 형식이 꽤 오래전부터 있어왔는

데, 특히 종교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민중적인 비유나

격언, 풍자 목판화를 내용으로 하는 전단들과 1896년

Thomas Mann을 포함한 독일 작가와 미술가들이 뮌

헨에서 창간한, 수백 개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캐리

커처와 카툰들이 발표된 반 부르주아적 성격의 잡지

‘짐플리치시무스(Simplicissimus)’가 그 예이다.23) 이

후 디자인을 통해 자신의 정치․사회적 철학을 표명

하는 예술가와 디자이너, 디자인 정치학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저항 정신을 주장하고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저항 사회단체, 저항문화집단 등이 역사적으로

계속 등장해왔다.

(1) 베를린 다다

베를린 다다이스트로 알려진 Heartfield, Grosz 등

은 혁명적인 정치적 신념을 가진 예술가이자 디자이

너였다. 그들은 공공의식을 고취하고 사회 변화를 촉

진하는 혁명적인 시각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였는데,

Heartfield는 나치당이 작업하는 포스터와 책, 잡지

표지, 정치적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표적으로 삼아 포

토몽타주 방법을 사용하였으며<그림 6>24), Grosz는

풍자문학과 만화로 전쟁 이후 타락한 사회를 신랄하

게 비판하였다.25) 이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정치적

권력 집단이나 정치가, 더 나아가 다국적 지배 권력

에 대한 반항 정신을 가지고 풍자하는 경향은 이후

정치․사회적 의식을 지닌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이

어졌다<그림 7>26).

(2) 에꼴 드 보자르(Ecole des Beaux Arts), 그라

푸스(Grapus) 공동체

1968년을 시작으로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의 저항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는데, 그 대표적 사례 중에 파리

에꼴 드 보자르, 그라푸스 공동체의 디자인을 통한

사회 개혁 운동이 있다. 당시 에꼴 드 보자르 건물은

학생과 노동자, 건축가, 미술가, 디자이너, 분노한 청

년들에게 점거되었고 그들은 매일 밤 총회에서 만나

진전된 정치적 상황과 그날 밤 만들 포스터에 어울

리는 주제, 디자인, 슬로건 등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투표를 실시한 뒤 공동창작 방식의 작업을 진행하였

다.27) 이들의 작업은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그래픽형

태인 낙서, 대자보와 신문에 재치 있는 일러스트레이

션<그림 8>28)인데 현장성에 근거한 작업으로 정교함

은 떨어지지만 소통이나 교감의 측면에서는 어떤 예

술적 포스터보다 직접적이다.29) 또, 그라푸스 그래픽

미술공동체는 다양한 색상으로 추상화되어 있는 그

래피티와 콜라주의 독특한 결합 형식<그림 8>을 특

색으로 자신들의 관심을 오로지 사회적인 주제에 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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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The Gift of Masks for Protest against the FTAA in Quebec City,

2001

- Graphic Agitation, 2, p. 51.

<그림 11> Book ‘2/15’

- Anti-war Protest, 2003

- 불찬성의 디자인, p. 61.

<그림 12> Chris Woods(1997) ‘McDonald Nation’, McLiebel Campaign

- 애드버스터, p. 211, Graphic Agitation, 2, p. 78, p. 90.

았으며, 이를 통해 디자인을 통한 사회운동을 전개하

고자 하였다.30)

(3) 히피, 펑크 저항문화 집단의 사회비판

1960년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사회운동이 정

치․사회적 측면에서 저항의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면 문화적 측면에서는 저항 문화로 나타났다. 1960년

대 사회 대변혁의 정신은 록 음악의 소통의 힘, 노마

딕한 히피의 의상과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그리고 신

세대의 이념을 알리는 시각적 수단으로서 대중 예술

과 그래픽을 통해 표현되었다.31) 또, 이러한 변화의

정신은 1970년대 이후에도 지속되어 1970년대 말 반

기성주의, 사회비판 의식을 가진 펑크 문화를 야기했

다. Jamie Reid는 코에 안전핀을 꽂은 여왕이라는 유

명한 그래픽 아이콘을 만들었으며<그림 9>32) ‘No

Future’는 특히 펑크들이 즐겨 사용한 문구였다.

(4) 1960년대 이후 인권, 생태 문제 관련 저항운

동단체의 행동주의 실천

1968년 저항적 사회운동은 각자 목적하는 바가 다

르지만 주류로부터 주변으로 치부된 문제와 삶의 귀

속적 정체성에 대한 물음, 그리고 인권과 생태 같은

전 인류적 가치보호라는 공통주제를 가지고 있었고,

이념과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계급 갈등을 바탕으로

투쟁한다기보다는 문화적 재생산과 사회화에 대한

새로운 가치지향을 꾀했다.33) 이러한 저항적 사회운

동은 운동단체를 형성하면서 국제적 집회, 캠페인,

시위 등의 팀 행동적 실천과 포스터, 간판, 만화 등

사회적 디자인을 통해 자신들의 신념을 표명했다.

특히 1970년대 지구 생태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몇

몇 디자이너이자 이론가들은 환경과 인간을 고려해

야 하는 디자인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 성찰하였다.

그들 중 Victor Papanek은 대표적인 인물로 디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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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Front Page of

Adbusters

- 애드버스터, p. 85.

<그림 14> Billboard “This Year, Let’s Ask

Our Leaders The Big Question”,

- 애드버스터, p. 97.

너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강한 신념을 표명했다. 이

러한 정신적 흐름을 배경으로 1971년 국제적인 환경

단체 그린피스(Green Peace)가 설립되었고 이른바

동물의 권리에 대한 관념 같은 것들이 생겨났다.

이후 1980년대 정치․사회적 실천은 더욱 글로벌

행동주의 방향으로 보다 심화되었는데, 1984년 Bob

Geldof의 에디오피아 난민 구호를 위한 밴드 에이드

(Band Aid)이후 개인의 정치학 시대가 새로이 열리

면서 인본주의적인 구호, 동물 보호, 마약 반대 캠페

인 등과 같은 좀 더 다양한 주제들이 연이어 이슈화

되었다.34) 또한 1990년대 인터넷 혁명으로 보다 즉각

적인 저항 반응들이 가능해졌다. 그린피스, 에이즈

행동주의자 액트 업(ACT UP) 등은 자신의 웹 사이

트를 갖고 다양한 사이버 행동주의를 보이고 있으며

이제 대부분의 행동주의자 그룹이나 캠페인 조직은

온라인상에서 문자 메시지, 바이러스, 헤킹 등의 방

법에서부터 가두시위, 카니발, 게릴라 집회 등의 직

접적인 팀 행동 <그림 10>등을 보이고 있다.35) 인터

넷이 네트워킹, 조직, 정보 유포 등을 가능하게 함을

잘 보여준 사례로 ‘2/15’책은 2003년 2월 15일 세계

반전 선언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38개국에서 3000만

명이 모여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항의하는 사진과

비판 문구들을 디자이너들이 이메일을 통해 모아 만

든 것이다<그림 11>.36)

최근 글로벌 저항운동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반자

본주의, 반상업주의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McDonald

의 패스트푸드에 반대하는 McLibel 지지 캠페인, 비

판 작업 <그림 12>나 Nike의 스웻샵에 대한 사회 비

판 등이 그 사례이다. 이러한 기업과 다국적 힘에 대

한 저항은 전통적인 시위형태와 전복광고(subver-

tising), 글로벌한 규모의 새로운 통신 미디어에 의해

활성화되었다.37)

(5) 애드버스터즈(Adbursters)와 컬러스(Colors)

매거진

애드버스터즈 미디어 재단은 1989년 캐나다 밴쿠

버에서 Kalle Lasn과 몇몇의 광고 영화감독, 예술가,

미디어 전문가들이 함께 설립한 비영리단체인데, 이

들은 기업과 매스미디어가 우리 삶을 현혹시킴으로써

우리들의 정신을 오염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사회・
물리적 환경에 맞서 다양한 시각 운동과 캠페인을 통

해 대항하고 있는 네트워크이다.38) 애드버스터즈 미

디어 재단에서 발행하는 잡지 ‘애드버스터즈’<그림

13>과 다양한 형태의 문화방해공작인 전복광고<그림

14>는 디자이너들에게 상업주의 맥락에서 벗어나 보

다 가치 있는 디자인의 본질로 회귀할 것을, 대중에

게는 의식 있는 소비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1990년 ‘컬러스’ 매거진은 Benetton의

광고 총괄 디렉터였던 Oliviero Toscani 라는 사진가

와 Tibor Kalman이라는 디자이너가 함께 만든 비주

류적인 잡지로서 인종간의 평등, 에이즈, 전쟁, 환경

등 당대의 사회적 문제들을 이슈화했다. ‘컬러스’의

표현 특성은 충격적인 장면이나 뉴스적 가치가 높은

피사체를 포착하여 광범위하게 다루었는데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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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사진으로 처리함으로써 세련된 기존 잡

지의 통념을 깨고 정신적 충격과 함께 사회 비판 메

시지를 던졌다.39)

이와 같이 디자이너들이 소속된 사회단체 혹은 저

항 잡지를 통해 소속 단체 혹은 디자이너 개인의 정

치, 사회에 대한 저항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업들

은 건전한 사회를 옹호하며 대중을 설득하는 메시지

를 담고 있다.

Ⅲ. 패션 디자인의 정치․사회적
발언 고찰

1. 패션디자인의 정치․사회적 발언 정의
의복은 당대 권력관계를 반영하여 지배력을 표현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근대 이전 지배 계층은

복식 금제를 통해 권력을 표현해왔다. 이후 전 시대

와는 다른 양상으로 지배 권력이 보다 분산되고 익

명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다른 표현방식을 갖기는 하

지만 이러한 의복 정체성 전략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산업 사회 이전에는 의복은 지위, 직업, 경제력

의 뱃지였으며 이후 도시사회에서 의복은 착용자의

행동을 위한 포스터가 되었다.40) 이는 Alison Lurie

가 “옷은 개인 또는 집단정신의 숨겨지고 대체로 무

의식적인 측면을 표현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형

태이다.”라고 말했듯이41) 의복이 일종의 사회적 커뮤

니케이션의 언어의 역할을 하는 것에 기인한다.

Fiske 역시 옷을 메시지 전달 수단으로 보고 그 과정

에 있어 송신자의 의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42)

이와 같은 의복의 소통 능력 때문에 패션 디자인은

정체성이나 이데올로기를 표현하거나 정치적으로 이

용되어왔다. 예를 들어 18세기 영국의 애교점(beauty

spot)은 그 위치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표

현하는 것으로서, 휘그당 여성들은 오른쪽 볼에, 왕

당파 여성들은 왼쪽 볼에, 정치적 중립성향인 경우는

양 볼에 애교점을 붙였다.43) 패션의 정치학을 다룬

선행 연구를 고찰해볼 때, 패션의 정치학이란 정치적

전략 혹은 목적을 가지고 패션을 활용한 것, 좀 더

급진적 측면에서 의상의 정치화란 의상을 통해 전복

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을 뜻한다.44)

본 절에서는 패션 디자인을 일종의 사회적 커뮤니

케이션 언어로 보고, 정치․사회적 전략 혹은 목적을

가지고 발언한 경우들을 패션 디자인을 통한 정치․

사회적 발언으로 정의내리고 그 유형들을 살펴보고

자 한다.

2. 패션 디자인의 정치․사회적 발언 사례
유형에 관한 사적 고찰

1) 지배 권력의 정치적, 사회적 선전 도구로서 패

션 디자인

지배 권력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선전도구로서

패션 디자인은 권력 구조 내에서 지배층의 정치적

프로퍼갠더,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입장에 관하여 피

지배계층에게 알리고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동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패션 디자인을 뜻한다.

(1) 미래주의, 러시아 구성주의

디자인에 있어 미래주의가 부분적으로 파시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도구로 기여한 것 같

이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도 그러했다. ‘인간의 의복

에 대한 미래주의 선언’에서 발췌한 Balla의 시각은

정치적 동기에서 시작된 미래주의 프로그램의 일부

였으며, 1914년 유럽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Balla는

중립을 반대하는 의상을 디자인했다.45) 또, 1918년

미래주의 화가 Thayaht가 디자인한 오버롤 ‘Tuta’

<그림 15>46)는 값싼 DIY 의상으로서 전통적 의상의

계급 암시에 저항하며 도시 모더니즘의 집합적 가치

를 포함하고 있다.

삶과 예술을 연결시켜 생각한 러시아 구성주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1920년대 Rodchenko는 산업

노동자를 위한 의상<그림 16>을 디자인했으며 Tatlin

과 Malevich 역시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갖고 대중을 위한 기능적인 의상 디자인을 제시하였

는데 원래 대량생산할 의도가 있었으나 경제적 어려

움 때문에 결코 실행될 수는 없었다고 한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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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Model of

Overalls, 1919

- Futurism, p. 150.

<그림 16> Rodchenko Wearing His Design

for Industrial Worker, 1922

- Art into Life, p. 120.

<그림 17> Election T by

Marc Jacobs

- http://nymag.com

<그림 18> 2009 SS,

Obama Dress,

- Developing A

Collection, p. 67.

(2) 나치즘의 국수주의 프로퍼갠더48)

독일 제3제국 시기에는 오직 독일 패션만이 자신

들의 독특하고 품격 있는 특성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고 독일 여성들을 설득하려는 다양한 전략들이 있었

다. 제1차 세계대전 초기에 ‘독일 패션’이란 제목의

커툰 북이 프랑스에서 출판되었는데, 이는 프랑스만

이 타고난 패셔너블함을 갖고 있으며 살찐 독일 여성

에게는 결코 쉬크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1915년 Norbert Stern은 외설

스럽고 건방진 프랑스 패션을 책망하고 품위 있고 단

정한 도덕적인 독일 여인들을 바람둥이 같은 프랑스

패션이 변질시켰으며 화장품을 통해 자연스러운 미를

파괴시켰다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국수주의적 프로퍼

갠더와 패션 전쟁은 1930-40년대에 정점에 달한다.

공식적으로 Hitler는 독일전통의상을 아꼈으며 공식적

인 여성 이미지에 있어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지 않

는 바른 이미지를 원했고 화장품과 같은 것에 빠지지

않고 육아에 전념하는 주부와 농부의 아내를 원했다.

전시의 이와 같은 국수주의적 메시지는 반복되었고

단지 아리아인들을 위해 디자인되고 제작된 독일 의

상 디자인을 선전하였다. 1934년 사회주의 여성 연감

에서 작가는 “옷은 단지 건강에 좋고 민족주의적이어

야 한다.”라고 하며 실용적이고 건강하고 독일여성다

운 패션, 애국적 의상을 지지한다.

이들이 말하는 독일 패션의 정의는 패션의 일부로

서가 아니라 나치당의 사상, 국수주의의 정책, 반 유

태인 정책, 경제 자립 정책을 증강시키기 위한 것이

다. 독일의 전통의상 던들 스커트는 나치의 특별한

성찬식에 입도록 하였는데, 이는 국제 패션 무대에

독일의 것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다. 던들 스

커트는 바바리안 스타일의 명목 하에 1930년대 후반

에 영국, 미국, 프랑스 패션 잡지에서 잠시 각광을

받았으나 곧 시골풍 패션으로 평가받는다.

(3) 민주주의 선거 캠페인, 정치활동 선전

군국주의,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국가라는 보다

큰 조직력을 배후에 두고 정치 이데올로기가 강력하

게 표현되었던 것에 반해 민주주의 국가 경우 이러

한 적극적 발언의 경우는 선거 캠페인을 통해 잘 나

타난다. 선거 캠페인에 있어 티셔츠는 그래픽으로 사

용된 정치인 얼굴, 슬로건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쉽게 선전효과가 있어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홍보수

단으로 애용되었다. 최초의 정치 홍보 티셔츠는 1948

년 미국의 Dewey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났는데, 비록

그는 패배를 했지만 처음으로 티셔츠가 선거를 위한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는 캠페인 매체가 된 계기가

되었다.49)

현대에 올수록 후보자의 사진이나 이름, 슬로건

이외에 티셔츠에 표현하는 내용이나 방법이 다양해

지고 있다. 최근에는 Obey에 의해 Obama 대통령 포

스터가 시리즈로 제작된 것에 대응해서 대중적인 이

미지와 친근감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힐러리 클린턴

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티셔츠<그림 17>50)가 활용되

었는데, 이 프로젝트는 Marc Jacobs에 의해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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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었다.51) 이러한 홍보

의 수단이 된 티셔츠 디자인 이외에도 패션쇼에서 이를

디자인 소스로 활용한 경우도 등장한다. Castelbajac은

2009 SS에 미국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대담한 진

술을 담고 최초의 아프리칸 미국인인 Obama 이미지

를 특징으로 하는 니트웨어를 컬렉션에 첨가했다<그

림 18>.52)

2) 지배 권력에 대한 피지배권력의 저항의 표현

으로서 패션 디자인

디자인에 있어 메시지를 송신하는 또 다른 주체였

던 피지배권력이 존재했던 것과 같이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패션과 의복은 정치적이며 종속

집단이 기존 정체성과 위치에 저항하고 도전할 수

있는 수단 중 탁월한 것이므로53) 패션 디자인을 통

한 정치적 전복을 꾀했던 발언들이 역사적으로 존재

해왔다.

(1) 페미니즘의 이성복장도착

오랜 기간 동안 서구 남성 중심의 사고에서 여성

은 사적 영역에 머무르며 남성 권력과 부를 상징하

는 수단으로서 간주되어왔다. 1793년 특히 여성의 정

치활동이 전면 금지되면서 여성은 공적 영역에서 축

출되었는데, 그러한 여성이 남성중심의 지배 이데올

로기가 강화되었던 19세기에 남성처럼 옷을 입는다

는 것은 분명 ‘자유’와 ‘평등’을 갈망하는 ‘해방’의 몸

짓과 다름없었다.54) 바지를 입은 여성은 부도덕하고

정숙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

세기에 활동하던 여성 생시몽주의자, 그리고 일부 여

성작가들은 남성처럼 바지차림을 하였다. 정신과 의

사 출신인 페미니스트 Madeleine Pelletier<그림 1

9>55) 역시 성적 자유, 피임 및 낙태의 권리, 노동과

시민으로서의 평등을 위해 평생 투쟁하였는데, 긴 머

리와 긴 치마 등 여성성을 강조하는 복장이 자유로

운 활동을 하기에 상당히 불편하고 신체를 옥죌 뿐

아니라 여성을 ‘성적 유희를 위한 인형’을 만드는 것

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하면서 남장을 하였다.

(2) 19세기말 의복개혁운동

19세기 의복개혁운동은 인간 자체보다 의상을 통

한 정체성의 표현에 더 치중하는 가운데 발생한 근

본적인 인권 문제, 건강문제, 그리고 기업의 노동문

제 등 당대 사회 문제에 저항적 관심을 갖고 이제까

지 복식의 형태에 의문을 제기하여 대안 복식을 제

안한 개혁운동이다. 지나친 사치와 그에 따른 노동력

착취(sweated labour) 그리고 건강을 해치는 의상 등

은 1860-80년 사이의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이는

1880-1900년에 이르러 더욱 부각되어 대규모의 복식

개혁 운동으로 주장되었다.56) 1884년 런던에서 열렸

던 전시회 ‘The Healtheris’에서 디바이디드 스커트와

장갑, 드레스를 만들 때 노동력 착취에 관한 내용은

당시 건강과 의복개혁에 대한 확산된 관심을 반영하

였으며, 1880년대 중반 발족된 ‘이성 복식 위원회

(The Rational Dress Society)’는 당시 의학 전문가

들에 의해 지적 받은 바 있는 빅토리안 의상의 문제

점에 비해 건강과 안락과 아름다움을 결합한 의상의

추구를 목표로 하였다57). 1890년대 Stella Mary

Newton은 복식 개혁이 더 이상 도덕적, 위생적인 개

념이 아니라 입는 사람의 취향과 정치성을 상징한다

고 주장하였듯이 영국에서 복식 개혁은 자주 사회주

의와 연관이 있었는데, 동화작가이자 사회주의 단체

일원이었던 E. Nesbit의 짧은 머리, 사회주의자 가운

(Socialist Gowns)과 같은 예술적인 보헤미언 의상은

부르주아 라이프스타일과 관계의 거부와 관련 있어

왔다.58)

(3)히피, 펑크 저항문화 집단의 하위문화 복식

1960년대 말은 서구 선진국들의 내부 모순에 대하

여 저항의식을 가지고 사회 개혁을 이루고자 투쟁한

학생 운동, 반전 운동, 반핵 운동 등이 빈번했던 시

기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초기의 정치적

색채가 변색되었고, 저항운동이 아니라 일종의 저항

문화 쪽으로 흘러갔다.59) 대표적인 예가 히피운동으

로 대변되는 미국의 청년문화였다. 히피는 1960년대

반전 이데올로기의 학생 반문화에 근거하는데, 이들

은 소비사회의 낭비에 대해 의상으로 대항하기 위해

대량생산 방식, 과다한 사치, 패션 산업에 의해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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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Madelaine Pettier

- 남장여자, p. 149.

<그림 20> “We Are

All Prostitutes”

- Street Style, p. 2.

<그림 21> PETA’s Anti-Fur Ads.

- Graphic Agitation, 2, pp. 58-59.

된 패션에 반대하여 중고 의류, 수공예 작업, 군대의

잉여 물품들의 브리콜라주로부터 독특한 외양을 창

조하였다는 점에서 반자본주의의 메시지를 함유하고

있었다.60)

이후 등장한 펑크는 소수 집단의 좌절과 허무주의

를 은연중에 그들 스타일에 풍자적으로 표현하였고

이는 정치적인 항거 운동으로 퍼져나갔다고 할 수 있

다. Banard에 의하면 펑크는 명확한 이데올로기적 현

상이며 지배계층의 미적 가치 혹은 자본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모욕이라 할 수 있다.61) 그들의 슬로건

은 무정부(Anarchy), ‘희망이 없다(No Hope)’, ‘우리

는 모두 창녀다(We are All Prostitutes)’ 등이었

다.62) <그림 20>63)은 마가렛 대처 수상의 사진 위에

‘우리는 모두 창녀다’라는 풍자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4) 인권, 생태 문제 관련 저항운동단체의 행동주

의 실천

전 세계적으로 정부와 공공단체들은 경제적 풍요

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에 따른 환경문제, 인권과 노

동 문제, 질병과 기아 문제들에 직면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

나 본질적인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는 충분하지 않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 캠페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

러한 사회 캠페인은 상업 캠페인과 달리 사회적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사회적 관습을 변화시키기 위해 설계되

며 실제적 공중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64)

1970년대 지구 생태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여러 환

경 단체들이 조직되었다. 오늘날 진보적인 환경운동

가들을 비롯한 지식인들은 지구 환경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정치․경제․문화의 총체적 측면에서 찾는데,

이를테면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자본주의 확산에

의한 소비욕망의 강화와 이를 하나의 문화적 패턴으

로 작동하게 하는 문화 헤게모니 전략에 의해서라고

말한다.65) 패션과 관련하여 동물 학대 문제는 주요한

생태 이슈 중 하나이다. 1889년 새 보호 협회가 구성

되었고 1921년 깃털 무역 규제가 영국에서 입법화되

었기는 하였으나 보다 최근에 와서야 이러한 동물

잔혹행위에 대한 캠페인이 보다 새로워져서 1975년

영국에서 캠페인, 1980년대 Lynx의 반 모피 캠페인,

최근 PETA(PETA:People for the Ethical Treat-

ment of Animals)의 다양한 홍보 활동<그림 21> 등

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66)

1980년대에는 S.O.S.인종차별주의, 밴드 에이드, 레

스토랑 뒤쾨르(Restaurants du Coeur), 스포트 에이

드 등과 같이 연대적이고 도덕적인 성격을 분명하게

명시한 운동들이 동시에 일어났다.67) 이러한 연대적

인 행동주의는 사회적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후 글로벌한 움직임으로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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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Hamnett’s Slogan T

- Developing a Collection, p. 66,

Dazed & Confused, p. 125.

<그림 23> Westwood’s Destroy T &

Anarchy Shirts ,

- Westwood, p. 5, p. 10.

<그림 24> 56 T

shirts

- http://www.style.com

<그림 25> Moschino(1991), Victor & Rolf(2008fw)

Manifesto of Anti-Fashion System

- http://www.moschino.com, http://www.style.com

<그림 26> Stella McCartney, Man-made Fur

Texture (2009fw), Stella’s World

- http://www.style.com,

http://www.stellamccartnery.com

(5) 디자이너의 정치․사회적 철학의 표현

패션 디자이너들은 종종 자신의 컬렉션에 정치적

이슈를 반영하고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철학을 표명

한다. 디자이너 Hamnett은 패션과 정치적 아젠다를

접목시키는 대표적인 작가이다. 그녀는 1981년 영국

그린헴 커먼 공군기지에서 일어난 여성들의 반핵시

위에 깊은 감명을 받은 뒤로 수많은 슬로건 티셔츠

<그림 22>68)를 제작하였는데 ‘Vote tactically’, ‘Stop

Acid Rain’, ‘Worldwide Nuclear Ban Now’, ‘Choose

Life’, ‘Sanction China’등과 같이 슬로건을 폭넓게 말

함으로써 정치적, 환경적 신념을 캣 워크에서 표현하

였다.69)

또 다른 정치․사회적 발언의 작가로서 Westwood

가 있다. Westwood의 초기 펑크 디자인으로 유명한

디스트로이 티셔츠는 ‘Destroy’라는 타이포그래피, 십

자가에 못 박힌 예수, 나치 상징 문양이 인쇄되어 있

어 기성 가치를 부정하고 파괴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매우 정치적, 반사회적인 것이었으

며, 페인트칠을 하고 마르크스 라벨을 꼴라주한 아나

키 셔츠(Anarchy Shirts) 디자인 역시 이러한 펑크

적 정치성향을 잘 보여주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그

림 23>.70) Westwood는 미국 원주민 인권운동가

Leonard Peltier의 구명을 위해 패션쇼에서 숫자 '56'

이 프린트된 티셔츠<그림 24>71)를 내세워 영국 정부

가 테러 용의자들을 재판없이 가두고 있는 기간을

쇼 날짜까지 따져서 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였다.72)

Westwood는 2005년 7월 “소비하기보다 생각하라”는

말을 통해 현대 사회의 소비조장 풍조에 대해 회의적

인 시각을 드러내며 앞으로 환경문제와 인권을 위한

활동에 시간을 쏟을 것이라고 말한다.73) Westwoo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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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에 있어 의상은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신념을

표현하는 장인 것이다.

현대 사회에 있어 소비주의와 패션의 연관성은 몇

몇 디자이너들에게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이끌었

다. 1991년 Franco Moschino는 더 이상 캣워크 쇼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으며 2008년 Victor & Rolf

역시 패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너무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패션에 대해 “No”를 선언하였다<그

림 25>.74)그밖에 윤리학과 지속가능성은 2000년대 이

후 주요 정치적 아젠다가 되어 많은 디자이너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알릴 마니페스토를 공표하는 페어

트레이드와 윤리적 라벨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Stella

McCartney는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한 옷을 통해 자

신을 표현한다는 신념하에 일상에 있어 패션이 정치

적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동물의 권리를 주장

하였고 가죽이나 모피를 컬렉션에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컬렉션에 가죽 사용을 거부하거나

가죽 의자에 앉는 것조차 거부했다.<그림 26>75) 또한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PETA, RED, Meat Free Day

등의 단체에 대한 홍보와 참여, 자신의 그린 철학 등

을 담고 있다.

3. 디자인과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정치․사회적 발언의 비교 분석

디자인과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정치․사회적 발

언은 메시지 전달 주체가 정치․사회적 이념을 홍보

하고 대중들을 설득하며 때로 시사적인 문제와 정치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 저항과 비판의식을 다루고 있

다는 점에서 소통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유사하였다.

디자인 표현 유형은 시위, 캠페인, 행동주의 같은 정

치 중심 행동에 있어 디자인이 활용되어 정치․사회

적 발언을 하는 경우와, 보다 디자인 중심의 사회 행

동을 통해 정치․사회적 발언을 하는 경우 두 가지

가 있었다. 구체적인 디자인 표현방식은 시각적 전달

력이 높은 그래픽, 언어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포스

터, 빌보드, 광고, 배너, 잡지, 인터넷 사이트, 티셔츠,

뱃지 등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다양한 형식을 취하

였다. 특히 시각적인 인상을 순간적으로 자극시켜 보

는 사람의 잠재의식을 일깨우고 게시 장소가 다양하

며 대량 복사되어 장시간 부착된다는 점에서 효과적

인 선전 및 전달 매체로서 기능하는 포스터76) 혹은

가치관과 이념, 생활양식, 사회문제 등의 표현을 나

타내는 현대적인 타투이며 움직이는 포스터라고 말

할 수 있는 티셔츠77)가 많이 활용되었다. 사용된 상

징적 그래픽이나 슬로건 등의 표현은 때로 충격을

주는 리얼리즘 이미지, 강한 색상 대비, 단순한 표현

등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디자인과 패션 디자인에 있어 정치․사

회적 발언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유사한 유형으로 나

타나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 업계에서 디자이너들의

집합적 행동주의가 패션 디자이너들에 비해 좀 더

활성화되어 있어 좀 더 주체적인 움직임을 활발히

보인다는 점,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는 착용자라는 개

념과 연결되어 특정 개인 혹은 집단 정체성을 보이

는 정치․사회적 발언이 존재한다는 차이점이 나타

났다. 타 영역의 디자인에서도 유사하지만 패션디자

인은 보다 빠른 변화의 속도를 갖는 특성이 있어 패

션을 자본주의적 소비주의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

하는 사람들이 있다. Adorno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문화비평가들은 소비문화에 대해 깊이 염세주의적

태도를 갖고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인내와 소비문화

란 모든 측면이 대중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견해에 따르면 우리는 시장의 명령과 왜곡된 무

의식적 강요에 의해 압박받고 있고 유행하는 의복과

쾌락은 부정직한 대중적 발산의 본보기인 것이다.78)

또, Naomi Klein 식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시대의

자본주의적 착취를 대표하는 인물은 브랜드화된 기

업과 그들을 위해 이데올로기적 용역을 제공하여 부

와 명성을 누리는 마케터, 경영컨설턴트 광고업자 그

리고 디자이너이며, 로고라는 상품의 기호가치가 상

품의 교환을 규정하는 일차적인 원리가 되고 있기에

세계화가 낳는 폐해를 극복하는 핵심은 바로 이러한

불평등한 자본주의적 교환의 세계를 돌파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것이다.79) 그러한 관점에서 애드버스터

즈 재단에서는 ‘Buy Nothing Day’와 같은 캠페인을

독려하였고 매년 11월 ‘No Shop 프로젝트’ 등을 진

행되고 있으며, Nike와 같은 패션 브랜드는 전통적인

비판대상이 되고 있다<그림 27>80). 이와 같이 패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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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Buy Nothing Day & No Shop of Adbusters, Nike Parody Logo

- 애드버스터, p. 12, p. 216, Graphic Agitation, 2, p. 79.

빠른 변화 속도와 가시성으로 인하여 타 영역에 비

해 자본주의적 소비주의의 중심에 패션을 위치시키

고 정치․사회적 발언의 화제로 사용하는 디자이너

들의 사례들이 다각도로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다.

Ⅳ. 결론
본 연구는 디자인을 통해, 정치․사회적 이데올로

기를 전달하고 있는 패션 디자인의 정치․사회적 발

언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타 디자인

영역과 비교 고찰을 통해 의식 있는 디자인의 존재

가치를 제고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연구 결

과 패션 디자인은 무언의 언어로서 한 개인 혹은 집

단의 정치․사회적 이념을 소통하는 수단이 되어 왔

으며, 메시지를 발언하는 주체에 따라 시사성 있는

정치․사회적 이슈와 그에 대한 옹호하거나 비판하

는 입장을 알리고 때로 일반 대중을 계몽하는 역할

을 하여왔음을 알 수 있었다. 타 디자인 영역과 유사

한 이슈와 시각적 전달력을 갖는 표현방식을 취하였

으나 착용자라는 요인이 작동해 한 개인 혹은 집단

의 정체성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

타 디자인 영역에 비해 디자이너가 주체적 입장에서

연대적 행동주의를 표방하기보다는 개인 디자이너의

정치․사회적 견해를 피력하거나 정치․사회적 이념

을 주장하는 단체의 도구로서 패션 디자인이 사용되

는 경향이 있어 좀 더 의식 있는 실천도 요구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패션은 특히 소비주의의 중

심에 위치되어 자주 화두가 되기에 이를 넘어선 디

자이너들의 진지한 성찰 역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디자인의 개념을 이해

하고 일부 사례 분석을 통해 정치․사회적 메시지

전달 방식의 하나의 디자인 방법론으로서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디자이너로서의 책임감을 제고할 기회

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 의의를 부여하며 본 연구를

통해 이후의 연구자들의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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