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션비즈니스�제 권� 호�21 5
—

ISSN 1229-3350(Print)

ISSN 2288-1867(Online)

—

J. fash. bus. Vol. 21, 

No. 5:1-14, Nov. 2017 

https://doi.org/

10.12940/jfb.2017.21.5.1

사회적�역할을�위한�디자인�액티비즘(Design�

의�패션유형연구Activism)

노윤아� 이영재·� †

한양대학교 주얼리 패션디자인학과  · 

Corresponding� author�
—

Young-Jae Lee

Tel : +82-31-400-5696

Fax : +82-31-400-5681

E-mail : YJL@hangyang.ac.kr

A� Study� on� the� Fashion� Type� of� Design�

Activism� for� Social� Roles

Youn-a� Noh� ·� Young-Jae� Lee†

Dept. of Jewelry Fashion design, Hangyang University, Korea

Keywords Abstract

design activism, 

social contribution, 

social responsibility, 

eco-efficient,

디자인 행동주의 사회공헌, , 

사회적 책임 생태효율, ,

As the design of the day focuses more on human-centered design, this shift 

creates value for society and also fulfills on a sense of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area of fashion, the design activity is used as a type of fashion design to 

realize the social  value  of  design  in a changed society; this concept was 

defined as Fashion Design Activis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research design activity as a practical value of the day when the 

social contributions of fashion design are rising in the  overall society through 

the research on the practice of Fashion Design Activity which is adapting to 

changes in the fashion design paradigm. Regarding the study method, the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study were combined. We examined the meaning 

of social design by reviewing the literature related to this social paradigm, 

and we analyzed cases in which the effects of fashion design on society  

were  realized  through  practical  activities. Also, we defined the role of 

fashion design based on an analysis of design types based on previous 

research. This study divided the roles of fashion design in a pattern based on 

the social roles that design inhabited, in terms of how ‘fashion design fulfilled 

on social responsibility’, ‘anthropocentric fashion design putting emphasis on 

users’, and ‘fashion design aiming for eco-efficient changes’. This study aimed 

to seek measures  to  develop  fashion design that could promote changes 

focusing on society, humans, and the environment.



2 패션비즈니스�제 권� 호� � � � � � 21 5

서론I.�

  

연구의�목적과�의의1.�

최근의 디자인 경향은 인간중심 문화중심의 디자인으로 , 

더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회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디자인은 인간본능의 표, . ‘

현방식이자 우리 세계의 물질화를 촉진시키는 형태의 구성

이라는 점에서 모든 디자인은 사회적이다 라고 풔드 루크’

는 언급하고 있(Alastair Fuad-Luke) 다(Fuad-Luke, 
2010, p.10). 또한 사회의 윤리 문화적 변혁을 이끌어내 . 

기 위해 변화를 지향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디자인 행

동주의에 대해 강조하며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을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동주의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관과 문제의식을 통해 사회를 위한 변화를 이끌고자 하였

다.

이러한 사회 가치가 패션분야에서도 사회적 역할을 다하  

는 디자인으로 인식되어지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디, 

자인 액티비즘을 통해 가치소비를 지향할 수 있도록 변화

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비해 디자인 . 

액티비즘에 관한  학계에서 이를 분석한 연구가 없기에 본 

연구를 통하여 디자인 액티비즘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실

천에 대한 배경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여가 사회 전반에 걸쳐 중  

요하게 대두되어지고 있는 요즈음 사회적 역할을 하는 디

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패션디자인의 패러다임 변화

에 적응하는 디자인 액티비즘의 유형 연구를 통해 미래 패

션디자인의 다양한 진행 방향을 학술적으로 검토하고 제시

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사회적 변화로 인해 소비자의 윤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디  

자인 액티비즘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한 실천이 패션계에서

도 중요해지면서 패션 디자인이 사회 윤리적 책임의식을 , 

다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에 동참함으로

써 패션디자인이 사회의 선 의 역할을 행하여 사회 변, ( )善
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범위� 및�방법2.�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론적 고. 

찰은 관련서적을 통해 개념을 분석하여 고찰하였다 디자. 

인에 적용된 유형에 따른 사례연구는 디자인 서적과 각 사

례관련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내용을 조사 연구하였다. 

또한 패션디자인에 적용된 디자인 액티비즘의 유형을 분, 

석하고 이를 통해 패션디자인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한 유

형분석과 사례 선정에 있어서 패션전공 전문인 집단 인의 3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중심 인간중심. , , 

환경중심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패션디자인으로써 발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론적�고찰II.�

디자인�액티비즘의�개념�및�역할1.�

행동주의 즉 액티비즘 이라는 용어는 독일의 표현(Activism)

주의의 한가운데서 형성된 어떤 구체적인 경향을 정의하기 

위해 쿠르트 힐러 가 사용한 말이다 그는 개(Kurt Hiller) . 

인주의적 충동을 끌어내고 신계몽주의의 차원에서 심리적 

반항을 실천적 사회적인 개혁으로 끌어올리려는 행위를 . 

액티비즘이라 표현하였다 일반적으로 행동주(Kim, 2009). 

의란 사회운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집합적 

활동을 포괄한 저의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Ahn 2017). 

디자인 액티비즘은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천을 

위주로 한 디자인 활동에 관해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용어

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디자인 액티비즘은 사회를 위한 가. 

치가 내재되어 있고 그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디자인 , 

활동으로써 모리스의 미술공예운동에서부터 이미 모든 사, 

회적 디자인 활동에 기본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하나의 속

성이라고 볼 수 있다 디자인 저술가인 풔드 (Shin, 2011). 

루크 는 디자인 액티비즘에 대해 개괄(Alastair Fuad-Luke)

적으로 정리해놓은 그의 저서 디자인 액티비즘(Design 『

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디자인 액티Activism) . 』

비즘이란 사회 정치 경제 또는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여 , , , 

사회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며 사회적 차별, 

불평등 기후 변화 과잉소비주의 등 현 상태의 문제를 해, , 

결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행위로써 넓은 의미와 포괄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2010, p.15). 이렇듯 사 

회문화적 모순을 개혁하고자 하는 활동이자 실천적 방법이

라 할 수 있다.

디자인의 패러다임은 산업혁명 이후 계속적인 변화로 발  

전되어 오고 있다 과거 기능과 생산만을 중시했던 기능주. 

의 시대의 디자인에서 사용자 경험과 정신적 만족을 중요

시하는 감성시대로 바뀌어 감성디자인 그린디자인으로 발, 

전되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관계의 , 

만족을 이끄는 사회적 시대로 변화되면서 사용자 경험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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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lteration� in� Design� Paradigm

인 지속가능디자인 등의 사회를 위한 디자인의 흐름으로 , 

바뀌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디자인의 실천적 방안으로써. 

의 디자인 액티비즘은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와 의미를 찾고자 하는 현대 디자인 운동이다(Figure 

1).

이렇듯 디자인 액티비즘은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며 우리의 삶이 지속가능하도록 사회, 

적 역할을 다하는 디자인을 발전시켜 사회를 변화시키는 

행동주의 가 되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좋은 제품을 만‘ ’ . 

들며 소비를 위한 선택적  선별성을 갖는 것이 디자이너의 

기준점이었다면 행동주의 관점으로 본 디자이너는 다양한 , 

가치와 의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자인의 완성까지 그 

시대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지하여야 한다 즉 디자인의 지. , 

향점은 사람과 사회와 환경을 위한 분명한 목적의 확대를 

통해 인간 중심의 보편적 사회를 만드는데 역할을 다해야 

한다 디자인 전략가인 데이비드 버먼. B. (David B. 

은 디자인 액티비즘에 대하여 좋은 디자인만 하는 Berman)

것이 아닌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David, 

그가 주장하는 좋은 일은 디자인의 결과물에 담긴 2010). 

기발함으로 그치기보다 도덕성과 윤리성을 기반으로 인간, 

중심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디자인 액티비즘은 전통적인 규범이 지배하는 양식  

주의에서 벗어나 동시대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특성들은 , 

액티비즘의 실현가능성을 내포하며 기존의 것을 뛰어넘는 , 

새로운 행동을 이끌어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 

는 디자인 액티비즘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어 인간의

행복과 생태 건전성의 균형을 이루게 하여(Fuad-Luke, 

2010) 사회변화를 위한 행동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이 시 

대의 가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디자인�액티비즘 특징2.� (Design� Activism)�

디자인 액티비즘 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Design Activism)

도출한 특징으로 첫째 사회중심에서 비롯된 사회 책임 변, 

화 활성화 둘째 인간중심의 문제에서 도출된 인간소외 문, , 

제 해결 셋째 환경 중심의 문제에서 도출된 생태 효율적 , , 

변화 지향으로 요약하였다(Figure 2).

사회적 기여 활성화1) 

디자인 액티비즘은 사회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변화를 꾀하

고 새로운 행동을 이끌게 하는 행동적 전략을 필요로 한

다 동시대성을 가지고 시대와 환경에 맞춰 변화하여 새로. 

운 행동을 이끌게 하는 게 목표이기도 하다 미래의 디자. 

인은 특권적 소수자를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이의 삶의 개

선을 지향하고 있기에 전문가와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요구

에 맞는 새 형태들을 만들어 주는 사회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액티비즘 디자이너는 사회(Bell & Katie, 2008). 

가 필요로 하는 디자인으로 이끌 수 있게 사회구성원과 공

동체를 통해 스스로 참여하게 하여 긍정적 기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책임의식이 필요로 한다 이러한 디자이. 

너와 사회구성원의 책임 있는 참여로 사회의 변화를 이끌

어 사회적 기여를 위한 사회 지향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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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소외 문제 해결 2) 

디자인 액티비즘은 사회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및 

문제의식을 고취시켜서 변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소외되었. 

으나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이들을 위한 관심에서 시작된 

디자인 액티비즘은 인간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빅터 파파넥은 외형적인 부분만을 중시하는 디자인에   

대해 비판하며 디자이너가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에 대, 

해 거론하면서 인간의 문제 즉 장애인과 제 세계의 소, 3

외계층을 위한 디자인을 개발 함으로써 (Papanek, 1984)

사회적 역할을 변화시킬 디자인에 대해 언급하며 디자이

너가 자신이 결정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Fuad-Luke, 2010). 이에 빅터 파파넥의 영향을  

받은 행동주의 디자이너들은 인간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 방안을 제시하였고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 

디자인으로 발전시키며 인간성 회복을 위한 소외계층을 

위한 디자인의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외. 

계층에게 관심을 갖고 디자인 방향을 사람과 사회를 위

한 디자인으로 이끌어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데 역

할을 다해야 한다.

생태 효율적 변화 지향3) 

생태효율은 자연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경제 개발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는 개념이며 독일의 환경운동가 바이츠제커는 다음 세기, 

는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의 세기 가 되어야 한다고 ‘ ’

하며 그 해결점을 생태효율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디자. 

이너들이 생태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생태효율의 . 

개념을 주장하고 홍보하는 단체인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

의회(World Business Council on Sustainable 

는 전 세계 약 개 이상의 글로Development/WBCSD) 200

벌 기업들이 가입되어 있으며 경제 환경 사회 세 분야의 , , ,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가능발전의 

정책 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는 생태효율의 실천방안으로 재화와 서비스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줄일 것 유해물질의 배출량을 줄일 , 

것 독성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것 원자재의 재활용률을 높, , 

일 것 재생 가능한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최대화할 것 제, , 

품의 내구성을 높일 것 등을 내세웠다 생(WBCSD, n.d.). 

태효율적인 부분을 고려하며 자원의 재생과 재활용에 관심

을 갖고 환경부담 감소에 앞장서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

는 행동주의적 특성이다 개인이나 집단행동의 중요한 변. 

화를 위해 필요한 일은 생태효율적인 디자인과 결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 액티비즘은 인간과 환경을 함께 생. 

각하는 디자인을 통해 환경적 긍정성에 더욱 초점을 맞추

게 하는 운동으로 환경 변화를 지향하는 근원이 되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행동주의 디자이너들은 긍. 

정적인 사회의 변화와 환경을 중시하는 디자인 미래까지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임을 인지하고 생태효율성을 지향하

는 일에 노력해야 한다 이에 사회중심 인간중심 환경중. , , 

심의 디자인 액티비즘을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도출한 3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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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ign� Activism� Type

Characteristics Contents Design Type

Society

Centered

Vitalizing changes in 

social responsibility

Contributing to social members' 

convenience and social 

development 

Service design, optimum design 

design fulfilling social responsibility 

Human 

Centered

Resolving the issue 

of human alienation 

For economically, socially, and 

physically underprivileged 

people 

Universal design

 

design putting emphasis on users 

Environment

Centered

Aiming for 

eco-efficient changes 

Environment 

protection/improvement 

regarding the earth ecosystem

Eco design, up-cycling design

design putting emphasis on ecological 

environment 

디자인�액티비즘 의�유형.� (Design� Activism)Ⅲ

장에서는 전장에서 도출한 디자인 액티비즘의 특징을 토Ⅲ

대로 디자인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디자인 액티비즘의 유

형에 대해 분류하였고 그에 따른 사례를 살펴보겠다.

사회적�공헌을�이끄는�디자인1.�

 

사회적 역할을 위한 디자인 액티비즘은 사회구성원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공유되어지고 사회적 시스템에서 문제해

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디자인으로 더 나은 사회

공동체를 위해 구성원의 직접적인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여 

나눔을 통해 가치있는 공헌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유도하

는 디자인이다. 

영국 디자인위원회와 원 노스이스트 의   (One NorthEast)

지원으로 시작된 년의 디자인‘2007 (Design of the Time 

프로젝트의 전제는 긍정적인 사회 환경 변2007:Dott 07)'

화를 촉진하는 것이었다 은 년 (Thackara, 2007). Dott07 1

내내 공동체 과제를 진행하여 지속 가능 사회에서의 삶 을 ‘ ’

찾아내는데 디자인이 어떤 도움이 될지 알아보려는 프로젝

트로 일상생활의 다섯 가지 측면 즉 아동 에너지 학교, , , , 

건강 음식에 초범을 맞추었고 도시가 좀 더 사회 포괄적, , 

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Fuad-Luke, 2010). Figure 3

의 도시농원 은 디자인을 통한 사회 환‘ (Urban Farming)’

경 변화를 위해 의미 있는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한 프로젝

트로 공동체가 행동을 취하여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디자인 액티비즘의 가능성을 장기적 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준 사례이다.

또 다른 사례로 는 디자인 전문회사 이노 디자  Figure 4

인에서 나눔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자는 모토로 ‘USB 

나눔 이라는 이름으로 자선상품을 진행하였다 판매금 전액’ . 

은 월드비전을 통해 국내 저소득층의 어린이 교육 사업에 

활용된다 이노 디자인 김영세 대표는 . ‘Design is Loving 

라는 평소의 신념대로 타인을 위하는 따스한 마음이 others’

제품에서 느껴지도록 디자인하는 데 노력했다 고 말했다” . 

년에는 서울 디자인올림픽과 함께 나눔을 디자인하2009 ‘

다 어린이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굶주림 없는 세상을 ’, ‘ ’, ‘

디자인하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월드비전의 행사가 열렸으’

며 행사장에서 이러한 나눔 제품들이 전시가 되었다 월드. 

비전에서는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며 이러한 실천적 활동

을 사회적으로 적극 추천했다.

인간�중심적�가치를�위한� 디자인2.�

사회구성원의 편의를 위한 인간중시의 디자인은 인간의 본

질을 파악하고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디자인으로 실제 사

용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점에서 디자인이 출발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약자를 생각하는 포괄적인 개념인 유

니버셜 디자인과 소외된 의 빈곤 계층을 생각하는 제 90%

세계를 위한 디자인으로 나눌 수 있다3 .

년대 나타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  1960

로 등장한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 ‘design 

으로  세기 후반의 사회적인 문제를 유니버셜 디for all’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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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Urban� Farming,� 2007
(Fuad-Luke, 2009, p.168) 

Figure� 4.� Charity� Item� USB,� 2007�
(http://annews.co.kr/100032678033)

Figure� 5.� Bradly� Timepiece,� 2016
(www.eone-time.kr) 

Figure� 6.� Swirl� Easy� Laundry,� 2015
(www.designaffairs.com)

자인의 초기개념으로 형성하였고 지금의 모습을 완성하였

다 장애인을 돕고 고령자가 일상생활을 쉽게 해결할 수 . 

있도록 돕는 사용자 적합성을 최대화해야하는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 이라는 슬로건을 모토로 . ‘ ’ 

하는 의 브래들리 타임피스 시계EONE (Bradly Timepiece) 

는 미국 해병장교인 브래들리 스나이더 의 이름에서 따온 ‘ ’

것으로 폭발사고로 시력을 잃었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상, 

황에서 패럴림픽 수영에 도전하며 메달을 딴 그의 도전 이

야기에서 비롯되었다 시계(“The bradly timepiece,” 2016). 

의 본질에 집중한 이 시계는 시각장애인들 또는 불편을 겪

는 사람들이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정면의 구슬로 분

을 옆면의 구슬은 시 를 나타내주는 구슬을 (minute) , (hour)

이용하여 시간을 알 수 있는 기능적인 디자인 방향을 제시

하였다 이처럼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소외(Figure 5). , , 

된 계층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은 존중과 소통을 통한 인

간적 사회적 가치를 이끌어내는데 목표를 두고 사회문제, 

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소외된 의 빈곤 계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디자인   90%

사례로 의 공놀이 세탁기인 스월 은 독일의Figure 6 (Swirl)

디자인스튜디오인 디자인어페어스 에서 개발(Designaffairs)

한 제품이다 개발도상국의 물과 전기가 부족한 환경에서 . 

공놀이 과정에서 세탁 시 필요한 동력이 발생하고 물을 담

아 운반하는 저장소로 사용할 수 있어 개발도상국의 부족

한 환경을 위한 유용한 제품이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입. 

장을 배려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제품으로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디자인이 큰 역할을 다해야 한다. 

생태환경을�중시하는�디자인3.�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버리기를 되, 

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파파넥은 소비 지향적이고 일회적인 

자본주의 논리에서 벗어나 생태적 균형을 생각하고 우리, , 

의 삶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정신을 포함한 디자인이 좋

은 디자인 진정한 디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Chon, 2008). 

생태환경을 중시하는 디자인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환

경적인 측면과 환경 메시지를 통해 구성원의 인식을 변화

시키는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사례로의 에코 준 컴퍼니 는 (Ecoju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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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Original� Green� Cup,� 2011
(www.ecojun.com)

Figure� 8.� RD� Legs� Chair,� 2007
(http://www.abitare.it)

Figure� 9.� A� Flip� Flop� Story,� 2011
(www.dezeen.com) 

Figure� 10.� Saving� Tissue,� 2011
(www.wwf.org.uk)

생태적 윤리를 디자인에 반영한 사회적 기업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디자인을 개발하고 생산 판매하는 디자인기, 

업이다 은 에코 준 컴퍼니의 매뉴얼. Figure 7 4R (Reduce, 

에서 는 자연분해가 용이Redesign, Reuse, Recycle) Reduce

한 옥수수원료 로 은 기존의 테이크아웃 종(PLA) , Redesign

이컵 디자인에 홈을 줌으로써 티백이 컵 안으로 말려들V

어가는 불편함을 해결한 편리함으로 는 커피포대를 , Reuse

업사이클링 한 슬리브를 는 재사(upcycling) , Recycle 100% 

용이 가능한 패키지 디자인으로 순환 사이클을 이룬다(Eco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System Brand, 2012). 

재활용되어지는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생태순환의 가치를 

담은 디자인 또한 중요하다 은 코다 디자인. Figure 8

의 작품으로 버려진 플라스틱을 녹여서 (Cohda Design) , 

와 나무 나사를 결합한 MDF(Medium Density Fiberboard)

뼈대에 손으로 감아서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다 네덜란드. 

의 디자이너 디데릭 스네이만 가 디(Diederik Schneemann)

자인 한 플립플랍 이야기 는 동부 아‘ (A Flip Flop Story)’

프리카와 아시아의 해변에서 상당한 양의 신발 쓰레기를 

수거하여 가공하고 재활용하여 조명 화분 등 물건의 재료, 

가 지속가능하도록 한 디자인 작품이다(Figure 9).

환경 메시지를 담아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서 환경문  

제의 대안이 되고자 하는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환경보호단

체인 는 화장지를 WWW(World Wide Fund for Nature)

사용할 때마다 숲이 사라지는 경각심을 시각적으로 표현하

였다 지구의 자원이 한정적이라는 것을 인식시(Kim, 2013) 

켜주면서 화장지의 절약 또한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는 디

자인으로 생태환경을 위한 실천을 이끌어내는 사례이다

(Figure 10). 

디자인�액티비즘 의�패션� 유형IV.� (Design� Activism)

사회적�공헌을�이끄는�패션디자인�1.�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역할변화는 현대 

패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개인중심적인 패션이 아. 

닌 사회공동체를 위한 패션디자인으로써 새로운 사회 가치

를 만들어내는데 목적이 있다 소비만을 위한 패션디자인. 

이 아닌 나눔과 관용을 바탕으로 한 사회구성원을 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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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he� Street� Store� Project,� 2014
(www.thestreetstore.org)

Figure� 12.� UNIQLO� Social� Business� Framework,� 2013�
(www. grameenuniqlo.com)

회공헌과 기부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두는 디자인이다.

노숙자에게 무료로 옷을 전달하는 캠페인을 하는 비영리  

단체의 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The Street Store project

프타운의 노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 시작되었다. 

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hang up, hang out’ , 팝업 스토어

의 시간과 장소를 를 통해 홍보하여 팝업 스토어가 열SNS

리는 날 와 같이 Figure 11 구멍 뚫린 옷걸이를 걸어두면 

기부자들이 옷 신발 가방 등을 가지고 나와 옷걸이를 채, , 

워주는 이다 그렇게 기부자들이 상점을 채우고 나project . 

면 의 진짜 손님들 노숙자들이 찾아와 필The Street Store , 

요한 물건을 가져가는 것으로 진행된다(“The Street Store,” 

2014). 는 단순한 재정적 기부가 아닌 자 The Street Store

신에게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기부함으로써 기부문화에 쉽

게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며 또한 노숙자들에게는 직접 , 

쇼핑을 하듯 전달함으로써 상대의 감정을 고려한 나눔의 

문화를 전달하는 사회적 캠페인이라 할 수 있다.

유니클로는 그라민 유니클로 라는 재단  (Grameen Uniqlo)

을 설립하고 소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였다, (Figure 

12) 이 모델은 방글라데시 생활문화에 맞는 좋은 옷을 만. 

들어 빈곤층 사람들도 구입 가능한 적정 가격으로 판매하

여 수익을 창출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그라, 

민 유니클로의 비즈니스에 재투자한다 또한 방글라데시 . 

사람들을 의류의 기획 제조 판매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도, , 

록 함으로서 그들 스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며 현지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생활 개선과 경제, 

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구조를 띄고 있다

(“Fashion Repost,” 2013).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

히 돕는 것이 아닌 생활개선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시

스템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자생력을 

키워주어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사례이다 이러한 사회공. 

헌을 생각하는 패션디자인은 사회와 구성원의 편의를 제공

하며 사회 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사회적 가

치를 수행한다.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를 통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확산하  

는 제일모직은 매해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진

행한 기부 티셔츠의 수익금으로 저소득층 시각장애아동 개

안 수술비를 지원하는 라는 도네이션 'HEART FOR EYE'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제일모직의 여성복브랜드 구호는 . 

년에 시작한 사회공헌 활동이 번째의 캠페인으로 2006 13

기부 티셔츠를 진행하며 매해 프로젝트의 판매 기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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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Heart� for� Eye,� 2016�
(www.kuho.co.kr)

Figure� 14.� Wheelchair� User� Fashion,� 2011
(www.universaldesignstyle.com)

Figure� 15.� Xeni� Origins,� 2010� �
(www.xenicollection.com)

은 시각 장애 어린이들의 개안 수술비로 지원하고 있다

티셔츠는 아이들을 위한 (Figure 13). 'HEART FOR EYE'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뜻에서 다양하게 변형시킨 개의 7

하트 디자인을 활용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이로써 시각장‘ ’ , 

애 어린이들이 세상의 빛과 아름다움을 되찾을 수 있는 사

회공헌 활동으로 더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구성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인간  

의 삶을 상승시키려는 노력으로 새로운 사회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디자인 액티비즘의 사회목표이기에 패션분야에. 

서도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공헌을 위한 활동들로 인해 

미래를 위한 사회전략으로 활성화되어지고 있다.

인간중심적�가치를�추구하는�패션디자인�2.�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며 의미 있는 관계와 경험을 디자

인 하는 유니버설 패션 디자인과 소외된 의 빈곤 계층90%

을 생각하는 제 세계를 위한 패션디자인으로 나눌 수 있3

다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 디자인하는 인간중심적 가치를 . 

추구하는 패션디자인은 따뜻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며 

소외되는 이들까지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캐나다 패션 디자이너 이지 카밀레리 는   (Izzy Camilleri)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옷을 디자인한다 그녀는 대부분의 . 

옷이 앉아있는 자세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착

안해 휠체어 장애인의 앉아있는 자세를 고려해 패턴을 만, 

들고 옷을 입고 벗는데 편리하도록 디자인했다, (Figure 

예를 들어 바지의 경우 앞 밑위는 짧고 뒤 밑위는 길14). , 

다 또한 몇몇 제품들은 앉은 자세의 편리함을 위해 긴 옆. 

지퍼로 되어있고 우비의 경우 무릎을 덮기 위해 밑 부분이 

점점 넓어진다 상의의 자켓은 오픈이 가능하도록 지퍼와 . 

뒤트임으로 되어있어 팔을 하나씩 따로따로 넣어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기능적 편리성을 고려해 디자인 하였

다 는 몸이 불편한 여성들을 위한 특화된 온라. Figur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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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Water�Wear.� 2011
(www.grief.com)

Figure� 17.� Fair� Trade.� 2009
(http://magazine.jungle.co.kr)

Figure� 18.� Eden� Africa.� 2016
(www.edun.com)

인 의류판매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의 의xeni collection

상으로 휠체어에 앉을 때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장시간 앉

아있는 것을 고려한 기능성을 고려한 디자인과 단추나 지

퍼를 쉽게 조정할 수 있게 제작한 자석 장치를 사용한 디

자인을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Xeni Origins, 2010).

인간중심의 디자인을 강조하는 빅터 파파넥은 세계의 빈  

곤한 소외계층을 위한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한다

고 주장하고 나이젤 휘틀리는 디자이너가 개발도상국의 ,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프리. 

카의 여성들은 매일 물을 구하기 위해 무거운 물통을 머리

에 올리며 평균 를 걷기 때문에 척추관절에 악영향을 5km

미친다 이러한 고된 노동을 하는 이들에게 도(Kim, 2013). 

움을 주고자 백팩 형태의 가방을 제작하게 된 미국의 산업 

포장 제품회사인 그리프 는 물을 담아 운반할 수 있(Grief)

는 방수성이 뛰어난 가방을 제작하였다 이 가(Figure 16). 

방은 실제로 아이티에 보급되어 빠르고 편한 물 운반이 가

능해지도록 도운 어려운 이웃들의 희망을 디자인한 좋은 

사례이다.

패션 산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아동 노동 스웻샵  , 

등의 비윤리적 행위로 비난 받아왔다 스웻샵(sweatshop) . 

은 낮은 임금 가혹한 노동 착취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 , 

조건 여성 노동자의 성적 학대와 어린 아동의 노동 참여 , 

등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이에 제 세계의 생(Lee, 2009). 3

산과정을 거치는 패션기업에서 의식 있게 고려해야 할 사

항이다 패션 디자이너 홍승완은 공정무역 회사 페어트레. 

이트코리아의 후원으로 홍승완 페어트레이드 컬렉‘2009 + 

션 을 개최하였다 컬렉션에서 사용한 직물은 네팔 인도’ . , , 

방글라데시 등 제 세계 여성 생산자들이 인체에 무해한 3

천연염료를 사용하여 손으로 직접 색을 입히고 전통방식대

로 베틀로 직조한 공정무역을 통한 패브릭이다(Figure 17). 

또 다른 사례로 공정한 거래를 통해 제 세계 현지인들을 3

지원하기 위해 에던 이라는 패션브랜드를 록밴드 (EDUN)

의 보컬인 보노 가 창립하였다 에던의 사업 목표U2 (Bono) . 

는 개발도상국과 특히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생산 공장

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빈곤 문

제를 해결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면화를 . 

가공한 원단을 공정한 가격에 매입하여 제조 판매하며 제, 

조 현장은 공정거래 원칙에 따르고 있다 더불어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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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계를 향상시키는 활동을 하는 아프리카 파트너들과도 

일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브랜드의 사례이다

(Figure 18).

생태�효율적�변화를�지향하는�패션디자인3.�

 

패션산업에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조장하는 패스트 

패션과 반환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다양한 의견과 담론들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보존에 관한 필요성은 점차 친환경 패러다임으로 변화

되어 패션계에 중요한 사회적 책임으로 대두되고 있다 환. 

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생태효율의 의미를 담은 

패션디자인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인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생태 효율적 변화를 지향하는 패션디자인은 제품을 제조  

할 때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생

태적 방법으로 변화를 지향하는 환경적인 측면과 사회구성

원들의 인식의 변화를 지향하는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환경 친화적인 사례로는   

패션의 미래는 자연과 산업의 화해에서 시작한다 라는 슬‘ .’

로건을 내건 네덜란드의 신발회사 오트 슈즈(OAT shoes)

가 있다 생분해성 소재로 신발(Kim & Cha, 2016). 100% 

을 제조하고 신발을 땅에 묻어 놓으며 신발 안에 숨어 있

는 씨앗이 나무가 되어 자라나고 운동화는 썩어 나무의 영

양분이 되어 환경오염에 부담을 줄이고 오히려 지구를 위

해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제조하는 방식이다 나무가 자라. 

는 운동화의 밑창은 나무 문양이 새겨져 있어 신발의 용도

를 재각인 시켜 주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서 (Figure 19). 

환경을 위한 리디자인 브랜드인 핀란드의 글로베 호프

Figure� 19.� OATshoes,� 2011
(www.OATshoes.com)

는 생태학적 관점의 재료를 활용하여 옷을 (Globe Hope)

만드는 브랜드이다 글로베 호프의 디자인 철학은 생태적. 

이며 지속 가능적 이어야 하고 윤리적이어야 하며 미학적, , 

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은 핀란드 국회의사당의 리노베이(Kim, 2013). Figure 20

션에 사용되었던 배너를 사용하여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여러 디자인의 가방으로 버려지는 것에 의미를 담아 새롭

게 재활용한 글로베 호프는 자원의 순환을 효율적으로 이

끌어 낸 작품이다.

생태효율을 생각하는 패션디자인의 또 다른 사례로 사회  

구성원의 인식의 변화를 새로운 관점으로 이끌어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뜻하는 순. 

환은 생태효율을 위한 방법으로 순환적이고 지속 가능하도

록 만든다 상품을 판매 하는 대신 대여 하는 방식으로써 . ‘ ’ ‘ ’

일부 기업들은 물건을 팔지 않고 대여 혹은 리스하는 방식

을 통해 환경 쓰레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생태효율을 실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청바지를 구매하는 대신 월 . 

사용료를 내고 빌려 입자는 이른바 청바지 대여 프로젝트‘ ’

를 앞세우며 년 런칭한 머드진스 는 청바2013 (Mud Jeans)

지를 팔지 않고 대여해 준다("Dutch environment startup," 

소비자가 입지 않게 된 청바지를 상점에 반환하면 2016). 

기업은 청바지를 재활용해 새 상품을 만들거나 빈티지 청

바지로 고쳐 재판매한다 이를 통해 원재료 비용을 절감하. 

고 쓰레기를 줄여 친환경 기업으로 도약한 머드진스(Mud 

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낡은 청바지를 수거하여 Jeans)

환경을 위한 순환적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Figure 21).

인간과 환경사이의 관계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환경 보존  

과 유지를 위한 패션디자인을 위하여 제조업체들과 패션디

자이너들이 진정한 생태효율성을 인지하여 윤리적 가치관

을 가지며 디자인해야 할 것이다 디자인 액티비즘의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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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Reusing� the� Banner,� 2010
(www.globehope.com)

Figure� 21.� Mud� Jeans,� 2016
(magazine.hankyung.com/business)

은 가까운 미래를 변화시키려는 현재에 맞춰져 있는 만큼 

환경을 생각하는 윤리적 소비와 책임감 있는 공급의 조화

가 요구되는 바이다. 

결론V.�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윤리 문화적 변혁을 이끌어내기 위. 

해 변화를 지향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디자인 액티비

즘은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활성화시켜 사회가치를 실현

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디자인 . 

액티비즘의 특징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구성원과 공동체를 통해 스스로 참여하게 하  , 

여 긍정적 기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사회지향적인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사회적 기여를 활성화한다.

둘째 인간소외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가치관 및 문  , 

제의식을 고취시켜서 변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소외되었으. 

나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이들을 위한 관심에서 시작된 디

자인 액티비즘은 인간의 삶을 개선하고자 한다.

셋째 생태 효율적 변화 지향으로 환경적 긍정성에 초점  , 

을 두면서 환경 변화를 지향하는 특징을 통해 환경을 중시

하는 사회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사회중심 인간중심 환경중심의 특징을 가진   , , 

디자인 액티비즘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공헌을 이끄는 디자인으로 사회구성원이   ,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공유되어지고 사회공동체를 위해 구

성원의 직접적인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여 가치 있는 공헌

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디자인이다.

둘째 인간중심적 가치를 위한 디자인은 인간의 본질을   , 

파악하고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디자인으로 실제 사용자의

입장을 배려하여 인간적 가치를 이끌어내는 디자인이다.

셋째 생태환경을 중시하는 디자인은 생태적 균형을 생  , 

각하여 생태순환의 가치를 담은 환경을 중시하는 디자인이

다.

디자인 액티비즘이 현대 패션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  

형들과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공헌을 이끄는 패션디자인은 소비만을 위  , 

한 패션디자인이 아닌 나눔과 관용으로 사회적 가치를 두

는 디자인으로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통해 

패션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헌 활동이나 사

회를 위한 기부 등으로 실천하는 디자인이다.

둘째  , 인간중심적 가치를 추구하는 패션디자인은 장애인

의 편의를 고려하여 의미있는 관계와 경험을 디자인 하는 

인간중심 패션디자인과 소외계층을 생각하는 패션디자인으

로 나눌 수 있다 인간중심적 가치를 추구하는 패션디자인. 

은 따뜻하고 긍정적이며 소외되는 이들까지 포용할 수 있

는 실용적이며 기능적인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셋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생태효율적 변  , 

화를 지향하는 패션디자인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인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생태 . 

효율적 변화를 지향하는 패션디자인은 패션제품을 제작할 

때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생태

적 방법으로 변화를 지향하는 환경적인 측면과 사회구성원

들의 인식의 변화를 지향하는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인간과 환경사이의 관계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환경 . 

보존과 유지를 위한 패션디자인을 위하여 제조업체들과 패

션디자이너들이 진정한 생태효율성을 인지하여 윤리적 가

치관을 가지며 디자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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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만든 디자인이 인간의 환경이 되어 다시 인간에  

게 커다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사회적 역할을 하는 패

션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사고틀이 정립되어져야 할 것이고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적 윤리. , 

적 사회적 가치를 두는 패션디자인의 패러다임이 사회적 , 

기여와 가치 소비를 지향할 수 있는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

로 진정성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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