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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의 이해 
 

 

좋은 디자인, 나쁜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좋은 디자인인가? 아마 이 주제는 모든 디자이너나, 

디자인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고민하는 것이고, 많은 

이들이 그 답을 갈구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디자인의 

역사와 지나온 시간속의 수많은 흐름이나 현상들이 우리의 사회를 

통해 온 만큼, 분명 단순하게 설명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디자인의 의미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사회에 맞춰 진화하듯이 

좋은 디자인이라는 의미도 역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 가진 생각이나 개성만큼, 좋은 디자인의 정의도 

수없이 논의 되었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 되어졌다.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공동의 필수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지역적인 차이나 문화, 언어, 환경, 인종, 나이, 성별등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요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좋은 디자인의 정의는 2008년도에 영국의 

100%디자인에서 진행했던 ‘The Good design manifesto’에서 

현재 활동하고 일부 유명 디자이너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따온 

것이다. 

물론, 그들도 무엇이 좋은 디자인인가에 대해 투명하게 결론 

지을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과 지금 시대의 

좋은 디자인의 현주소를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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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ht be something very practical in a way, something 

modern, functional…“ 

(매우 실용적이며, 모던하고, 기능적에 충실한 무언가…) 

-Michael Sodeau; Designer 

 

“…they are not only looking for something that is responding 

to accessity of public, they also respond to have something 

that will be certain icon” 

(대중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무언가 명확한 

아이콘이기도 한 그 무언가…) 

-Jaime Hayon; Designer 

 

“Functionalism is no longer just about performance of an 

object, it’s also about responding to emotion” 

(기능주의는 그저 사물의 퍼포먼스일뿐 아니라, 감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Libby Sellers; Curator 

 

“…to come up with definition of what good design is you 

have to understand what bad design is…  

no one can say whether something is good or bad, so bad 

design is generally judged on function.” 

(무엇이 좋은 디자인인가 정의하기 위해, 무엇이 나쁜 디자인인가 

이해 해야압니다… 

누구도 그것이 좋은가 나쁜가 말할수 없기 때문에, 나쁜 디자인은 

기능에 의해 판단됩니다.) 

-Sam Hecht; Industrial De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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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터뷰에서 느낄 수 있듯이 대체적으로 동의되는 좋은 

디자인의 정의에는 먼저 성공적인 기능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듯 한데, 아마도 여기서 많은 이들이 떠올릴 듯한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 될 것이다. ‘Form follows function’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미국의 건축가이자 조각가인 허라이쇼 그리노(Horatio 

Greenough)가 1739에 처음으로 사용한 이후, 건축가 루이스 

설리반(Louis Sullivan)이 자신의 건축 철학을 설명하는데 인용한 

이 문장은 후에 바우하우스의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에 

의해 재인용될 정도로 현대 디자인의 의미를 설명하는 빠져서는 

않될 중요한 개념이다. 이것은 사물의 존재를 순수한 기능만으로 

판단하는 디자인의 시대에서 부터, 한 디자인과 사물에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부여하는 시대까지 디자인의 발전과 기능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대량생산의 산업화가 세계의 중요한 비지니스의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디자인이 디자이너의 의식과 이해를 넘어 사회 

구조와, 산업 시스템, 그리고 소비자의 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제품에 녹아든 기능과 철학, 미학의 발전은 개인이나 일부 계층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와 산업 전반에 걸친 전체의 결과물이고 

동질감인 것이다. 현대의 모던니즘을 계승하는 미학적인 발견은 

기능과 대량생산, 효율성, 비지니스이라는 꼭지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으로 만들어졌으며,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것인데, 그 미학의 

가치는 도날드 쥬드(Donald Judd)같이 그 미니멀한 단순함속에서 

예술적인 미학의 가치 마저 부여하는 예술가도 생겨났을 정도로, 

그 단순함, 모던한 미학의 영향력은 시장뿐아니라, 예술과 

디자인의 흐름 전반에 걸쳐 지대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잡할것 같은 좋은 디자인의 정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의 공통 분모를 

풀이해, 의외로 단순하게 정의될 수도 있는 것이다. 기능에 

충실하게 끔 만들어져, 소비자의 필요와 미학적 욕구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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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시킬수 있는 것. 

 

하지만, 위의 정의가 정말로 현대의 좋은 디자인의 요건을 전부 

설명해주고 있을까? 다수의 동의에 집합만으로 좋은 디자인은 

정의되는 것일까? 

 

여기서, 독일의 브라운사의 치프 디자이너(1961-1995)였던 디터 

람스(Dieter Rams)의 좋은 디자인의 십계명(Ten Commandments 

on Design, 1980)을 소개하고 싶다. 

 

 

 

 

 

 

 

 

 

 

 

 

 

독일인인 그는 잘 알려진대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나라의 

심각한 전후 사정에 대해 고민하고, 그의 위치에서 무엇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디자인인지 고민했으며, 기능주의 디자인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섬세한 감성과 이해력으로 근대 디자인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인물이다. 

 또한 그의 혁신적이며, 미니멀한 디자인 철학은 현대의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조나단 아이브(Jonathan Ive)가 

애플에서 전개한 디자인은 그야말로 그의 디자인의 계승과 

유산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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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 Commandments on Design (디자인의 십계명) 

 

Good design is innovative 

좋은 디자인은 혁신적이다. 

 

Good design makes a product useful 

좋은 디자인은 제품을 유용하게 만든다. 

 

Good design is aesthetic 

좋은 디자인은 심미안적이다. 

 

Good design makes a product understandable 

좋은 디자인은 제품을 이해될수 있게 만든다. 

 

Good design is unobtrusive 

좋은 디자인은 요란하지 않다. 

 

Good design is honest 

좋은 디자인은 정직하다. 

 

Good design has longevity 

좋은 디자인은 오랜 삶을 가지고 있다. 

 

Good design is consequent down to the last detail 

좋은 디자인은 마지막 디테일까지 철저하다. 

 

Good design is environmentally friendly 

좋은 디자인은 환경친화적이다. 

 

Good design is as little design as possible 

좋은 디자인은 가능한 최소한의 디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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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정의한 디자인의 십계는, 기능과 형태만을 설명하는 단순만 

정의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디자인을 이해하며, 좋은 

디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보다 심도 깊게 고민한 노력이 

뭍어나오는, 디자이너라면 한번쯤 고려해야 할 좋은 귀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글의 주제인 디자인의 

십계에 포함되어 있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개념이다. 뒤 쪽에서 

다시 설명할 것이지만, 십계중에 눈에 띄는 환경 친화의 미덕을 

지적한 부분이나 오랜 생명력(Longevity) 뿐 아니라 대부분의 

계명들이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미덕과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논제를 계속 진행해서, 현재 가장 영향력있는 디자이너중 한명인 

디터 람스에 의한 좋은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 해보게 되었지만, 이것이 완벽한 정의라도 말하기 

쉽지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좀 더 좋은 디자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좋은 디자인은 나쁜 디자인을 

정의하는 일로부터도 정의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나쁜 디자인의 요소는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나쁜 

디자인이라고 하는가? 무엇이 사악하고, 유해한 디자인을 만들며, 

인간과 사회, 환경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산업 역사와 디자인이 사회에 미친 영향의 

관계를 고려해 보았을때 디자이너와 소비자, 그리고 많은 생산 

업체 시스템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인간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의 

부족이다. 그리고 그 무책임함으로 인해 우리는 심각한 문제점 

들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세계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수에 따른 식량난, 자원의 

부족에 봉착하였음에도, 소비의 증가가 계속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 200년간 계속된 개발과 산업화의 결과물로, 천연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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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이 가시권에 들어왔으며, 무분별한 개발과 쓰레기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자연 파괴가 심각히 일어났고, 지구의 

온난화와 기후 변화, 자연재해에 대한 한정된 대책, 그리고 

양극화되어가는 부의 축적으로 가난과 빈곤에 시달리는 인구의 

수가 더욱 늘어나고있어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의 결과의 영향력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시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의 세대에 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며, 피해에 따른 

복구는 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이다. 

게다가, 우리의 세계가 직면한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은 

환경뿐아니라, 생산과 소비, 개발에만 중점을 둔 세계 시장속의 

기업체들의 구조적인 뿌리와 그것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 구조의 

성장에까지 심각하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세계 경제의 역사속에 오일쇼크와 생산, 소비의 불균형으로 인한 

세계 대공황이나, 경제 침채등으로 인해 세계의 경제가 출렁거리며,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미쳤던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앞으로 다가올 위기가 어느 정도의 

크기로 세계의 경제와 우리 사회구조에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는,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일 것이다. 

빅터 파파넥과 사회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던 디자이너들이 우려하며 

지적하였던 것들도 이러한 부분이며, 그들의 말대로, 소비적인 

생산에 의존해 성장한 우리의 사회가 만약 세상의 모든 자원들을 

다 써버리고 더 이상 소비할 자원이 없게 된다면, 남겨진 것은 

구조적 몰락일 뿐이라는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님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디자이너들이 시장에서 매일 같이 변하는 

인간의 욕망을 위해 만들어내고 있는 나쁜 디자인들은, 비효율적인 

생산시스템을 이용해, 저임금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자연환경을 

고려치 않은 재료들로 채워져, 사용자가 몇 년 후 실증이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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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욕구 때문에 그 기능이 정상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의미없이 

버려지게될 상품을 위해 그들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디자인이라는 근본적인 그 목적과 

기능에도 부합하지 않을뿐 아니라, 사회와 인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인 지구마저 병들게 한 주원인임에 틀림없다. 

디자인전문 기업인 IDEO의 CEO인 Tim Brown이 자주 

주장하였던것처럼 이제 세계는 디자이너들에게 좋은 퀄리티의 

제품의 생산만을 요구하는 시대라기 보다는 큰 생각을 할 수 있는, 

나무보다 숲을 볼수 있는, 깨어진 의식에서 나온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시각이 더 중요한 시대라는 말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는 디자이너들이 한번쯤 곱씹어 생각해 

볼만한 말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편향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디자인의 발전과정 속에 무엇을 하였는가? 정말 그들은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생각을 그만두었던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다만, 산업 현장의 환경과 그 생리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결과들에 대한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디자이너가 도덕적인 의식에서의 

의사결정과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고 이해하고 

있음도 불구하고, 재정성 중심의 프로세스에서의 도덕적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일을 진행하는 일이 매우 힘들어지거나, 

불가능해지는 현실적인 한계성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가진 상품의 개발과 생산이라는 결과를 일선의 

디자이너로써 쉽게 저지하지 못하게 되는데, 니켈 화이트리(Nigel 

Whiteley)가 사회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society이라는 책에서 

지적한대로 한명의 디자이너가 도덕적 책임감에 그 일을 그만두게 

되면, 다른 수많은 지원자속 누군가가 그 자리에 다시금 승차해, 

쉽게 그 공백을 매우는 악순화적인 구조가 계속 되기 때문이다. 

매년 수 천, 수 만의 디자인을 전공한 학생들이 세계 각지에서 

졸업하여,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의 동기들뿐아니라, 

기존의 디자이너들과도 경쟁해 싸워나가야 하는 가혹하고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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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해야하는 디자인계의 생리적 특성상, 어쩌면 이러한 구조의 

정착이라는 결과는 숙명이였는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어떤 이들은 이런 비판의 목소리에 현실적인 비지니스의 

환경이나 재정적인 요소를 버려둔채 로맨틱한 시각에서 디자인 

산업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기업의 궁극적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시각이라 비난 할 수도 있다. 

물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의 특성이나 냉혹한 시장의 

현실을 내버려두고, 방법론의 혁신적인 발전이나, 효율성등 

기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방치한채 모두가 지구환경 

보호만을 이야기하는 일은 벌어져서는 않되며, 그것에 저의 또한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다만, 우리의 사회에서 공론화 되어야할 자속가능한 사회란 

무엇인가, 왜 이것이 인류의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개인와 사회 그리고 디자이너와 생산자 모두 생각해봐야하며, 

서로가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 우리의 문명과 사회가, 생산과 

소비를 기반으로한 이루어진 것인만큼, 그 구조가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속 될수 있도록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흐름이 단순한 환경보호주의 운동이나 비문명주의식 

운동으로 잘못 선동되는 현상 또한 지양(止揚)해야하며, 사회 

구성원의 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현실을 마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나쁜 디자인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나 감시뿐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주체와 깊숙히 연관되어 

있는 디자이너들 또한 책임감을 느끼며 다양한 측면에서의 

목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여야 할것이다. 단기간에 나쁜 디자인이 

가진 요소를 제거하고,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내거나, 눈에 띄는 

결과를 내는 일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개인의 의식적인 소비 

패턴과 생산자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고, 사회와 비지니스, 

그리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과정은 좋은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하여 

디자이너들이 반드시 고려해야할 필수적인 덕목중 하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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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러한 시도와 개선을 위한 노력들은 미래의 세대들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현대에 좋은 디자인의 정의속에는 전통적인 

디자인의 가치와 기능뿐만 아니라 디자인이라는 행위에 따른 

책임감과 도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공리주의의 

기업윤리와 자본주의식의 기본 시장원리에 지배되어 소외받는 세계 

90%의 인류에게도 나은 삶을 약속할 수 있으며, 제품과 

사용자와의 관계구도, 그 제품의 사용 결과가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과 환경적인 영향의 측면도 고려한 전체주의적인 지속가능 

디자인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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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도덕적 문제점과 개선 사항 

 

그렇다면, 시장에서 더 나은 비지니스를 약속하며, 더 나은 

재정적인 어드벤테이지를 제공한 디자인의 일면은, 비지니스 

도덕(Business Ethics)라는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디자이너의 좋은 디자인을 위한 노력은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들의 시도는 효과적인가? 

도덕적 선은 행위의 동기 보다 결과에 의해 결정되며,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의 당위성은 최대의 인원이 누리는 것으로 한다는 

결과론적인 공리주의와, 제 2차 세계 대전의 종결로부터 이념적 

승리의 쟁취후 확장된 의미의 자유주의가 결합된 기업윤리가 

지배하는 국제 비지니스의 환경은, 아쉽게도 윤리적 변화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의미에서 그들의 사업이나 개발의 과정, 목적되는 행위는 결과되는 

선의 주체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들이 추구하는 결과의 선이란 비지니스의 방법, 

과정에 있어서 논란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비윤리적인 방법이나 

도덕적이지 못한 과정 속 행위가 있음에도 그들의 행복에 

결과적으로 작용한다면 그러한 행위가 당위성 부여받게 된다는 

말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 사회의 기업중 많은 수가 

그들의 생산시설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인권비를 지출할 수 있는 

나라에 지어놓고 있으며, 가능한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생산 

자원을 독식하기 위해 경쟁하며, 제품의 생산과정에 발생되는 환경 

오염물질이나, 근로자에게 유해한 물품의 사용등에 대한 내용은 

배제한채, 시장에서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뒤에 숨겨진 이러한 

사실은 보여주지 않는 광고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며, 

판매를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이윤을 성취한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지출한 비용의 충당을 위해 더 저렴한 자원과 인력을 찾아 헤매고, 

그 과정에 비도덕적일 수 있는 의사결정이나 행위는, 결과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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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행복을 전제로 당위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싸이클은 기업이 거대화 될 수록 더욱 복잡해지며 그 규모 

역시 커지게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만든 이윤은, 그들의 노동자나 

그들이 자원을 얻은 환경에 정당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에 

있다. 

 

물론, 기업들중 사회환원이나, 환경보호의 타이틀을 걸고 도덕적인 

경영의 측면을 수익성과 동시에 고려해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체들도 있고, 전략적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 윤리적인 

경영을 부곽시키는 회사들도 있다. 다만, 순수한 동기의 미덕만이 

절대적인 선이라는 임마누엘 칸트의 도덕적 이성의 비판처럼, 

그들이 추구하는 기업의 목적의식 속에, 사람과 사회 그리고 

환경을 위해 순수한 도덕적인 동기에서 기업과 사업자들이 의사를 

결정 하는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마켓에서 더 나은 

비지니스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그들 스스로 의사결정에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그들의 윤리적인 소비를 할 권리를 기업에게 

요구해야 할수 있어야 하며,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않 될 것이다. 

 

실례로, 현재 국제적인 기업중에 수 년 전부터 도덕적인 측면을 

강화한 비지니스의 마케팅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도덕적인 남미에 커피농장의 착취가 알려진 후 이미지 

재고를 위해 급격히 페어트레이드(Fair Trade)의 타이틀을 걸고, 

시장에서 그들의 강력한 브랜드의 힘을 유지중한 스타벅스와, 제 

3세계의 물 자원을 헐 값에 사들여, 지방주민의 식수원을 제한하고 

음료수 사업을 벌이다 소비자들의 리콜에 직격탄을 맞았던 

코카콜라나, 네슬레 같은 거대 기업들의 태도 변화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기업에 요구하는 도덕적인 변화와 책임의식을 바로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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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 Trage(페어 트레이드)의 로고 

 

동시에 지속가능 디자인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엄격한 

자본구조에 의해 운영되는 비지니스의 변화와 윤리적인 생산과 

사회, 환경적인 책임감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의식 변화 사이에서 

디자이너의 역할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기업체의 실무에서 디자이너의 역할은 대부분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그들의 윤리적인 행위가 산업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대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두손두발 들어 고용주가 원하는 방향만을 목적하여 

따라간다면, 이전의 지적했듯이 언젠가 모든 자원이 고갈되고, 더 

이상 소비할 것이 사라졌을때 우리의 사회, 기업들의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체의 의식적이며, 도덕적인 결단의 행동만큼, 

디자이너는 보다 설득력있는 논리와 현실성있는 정보로 기업들을 

설득시켜야 하며, 사회에 그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시하며,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해 시민의식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또한, 디자이너의 양심적이며, 논리적인 요구에 기업체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사회의 주체인 

개개인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음에 제시되는 문제점들은 기업의 도덕적인 경영에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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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할 부분들이며, 개선을 위해 현실적인 디자이너의 제안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첫번째로, 노동자들의 근무환경과 건강에 대한 문제이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나 미세먼지, 중금속등의 인체에 유독한 

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작업 환경은 반드시 개선 되어야 한다. 또한, 

안전장치등의 부족으로 육체적인 손상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받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실례로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오는 중국, 말레이시아, 인디아등 

동남아등지에선 많은 수의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들의 건강, 안전문제는, 1차적인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는 탓에 도외시 해버리기 쉬운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중소기업의 공장 작업 현장이나, 노동시장등을 들여다보아도, 

저임금의 동남아시아의 인력들이 커뮤니케이션의 실수나, 숙련되지 

않은 기계의 작동등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례를 종종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더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의 업무 집중력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월등하다는 연구가 있듯이, 그들의 개선된 작업 

환경은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혁신적인 변화와 디자인적인 도전이 

필요하다. 

 

또한, 소니나 삼성, 필립스 같은 세계적인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대부분의 고장난 제품들을 재활용의 핑계로 아프리카나 인디아 

같은 저렴한 노동력을 가진 나라에 수출하여, 중금속이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전자제품들을 특별한 재활용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보호장치 없이 소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에 노출된 사람은 누구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저가에 세컨드굳즈(second goods)로써 수출하는 

대부분의 고장난 제품들은, 재활용 비용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되어 제 3세계에서 노동자의 작업에 필수적인 적절한 

안전장치나 오염물 정제장치 없이 위험한 화학적 복합물을 

이용하거나, 인체에 유해한 작업 과정을 통해서 일부 소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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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하도록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환경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인근 거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에도 되돌릴 수 없을 정도까지의 심각한 

훼손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러한 환경 파괴적 

영향은 그 땅에 사는 세대의 자자손손 미치게 될 것이며, 노동자와 

거주민들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거나, 기형아 출산율 증가등 

수만년의 시간에 걸쳐, 지구의 자정적 작용이 끝날때까지 그 땅에 

사는 인류에게 어떠한 식으로든 환경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불평등한 경제구조적 관계에 의해 

착취당하고, 건강마저 위협받는 노동자들을 고려한 제품의 

구조적이고 방법적인 디자인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며, 이것은 특히 중금속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의 자발적이고 도덕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가나의 전자쓰레기 재활용 작업 현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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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는 노동력과 자원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댓가이다. 

선진국이나 몇몇 개발도상국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들과 다르게, 대부분의 개발국가, 제 3세계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노동력이나 천연자원의 수출등에 의존한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근로법이나, 

어떠한 노동기준에 대한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고용자의 권리 이전에, 인간으로써 기본적인 

인권문제로까지 연결되며, 수익의 재분배와 소비의 상관관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비지니스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또한, 인류의 거의 

모든 산업에 전반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오일이나 

나무등의 천연 자원과 에너지의 사용 및 확보를 위한 경쟁 문제는 

앞으로 보다 가속화 될 것이기 때문에, 진지한 자세와 필수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할것이다. 특히, 일부 기업체와 산업단체에 

의해 독점되다 시피 사용되고있는 일부 천연자원은 그것을 통한 

부에 정당한 재분배를 약속해야 할 것이며, 가공과 재생산의 

활용도에 있어서도 대량생산의 비효율성에서 오는 낭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와 OS, 혁신적인 브랜딩과 디자인 

개발등으로 프리미엄 컴퓨터시장뿐 아니라, 고가의 모바일시장까지 

석권한 애플의 경우를 보자. 

그들의 제품이나 브랜드 철학은 분명 많은 현대인들에게, 

일상에서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편리함과 유익함으로 소비자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의 자랑스러운 브랜드와 디자인 안에 

윤리적인 책임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알려진대로, 중국내 위치한 애플의 최대 생산공장으로 알려진 

폭스콘에서는, 부당한 대우와 열악한 작업조건으로 인해, 한 해 

10명이 넘는 직원이 20대의 어린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공장에서 배출되는 수많은 유해 물질들과 산업 쓰레기는 

도시환경의 최대 문제점으로 인근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험이 되고 

있다. 

또한, 알려진 보도에 의하면, 중국 내륙에 위치한 기타 공장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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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연간 1만톤 이상의 중금속이 함유된 오,폐수를 적절한 정제 

시설없이 방류하고 있으며, 매해 기준치가 넘는 오염된 배기가스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할뿐만 아니라, 인근의 지역까지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있고 한다. 

외국에서 투자한 자금으로 개발되고 운영되는 공장들 대부분이 

그들의 영리를 위한 산업 활동으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생활권이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애플의 수익은, 이제는 전설이 되어버린 애플의 전 CEO 스티브 

잡스의 복귀과 맥컴퓨터, 아이팟의 런칭등에서 부터, 최근의 

매니아적인 집단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그러나, 그러한 성공을 있게 하였던 그들 공장의 

노동자와 환경에의 책임, 즉 작업 환경 및 처우와 환경의 파괴 및 

지역주민들의 질병 유발등의 도덕적인 책임은 외면하며 도외시 

해온 것이다. 그들이 지불하는 값싼 노동력과 자원사용의 댓가 

안에는, 자원과 인간에 가혹한 착취와 환경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애플의 빛나고 매끈한 제품의 

아름다움 뒤에는, 이렇게 어둡고 비정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단, 애플만의 경우가 아니라 많은 선진 

기업체들이 크게 다르지 않은 기업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제품의 

기획하고 생산하고 있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자원의 사용과 그 수익의 경우 대부분 일부의 선진국의 사업체에 

의해 독점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운송기관의 

90%을 차지하는 중요 에너지원이며,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발견의 하나인 플라스틱의 원료인 석유자원의 경우를 보면, 그 

명암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알려진대로 오일의 경우 최초의 거대 매장량으로 알려진 

쿠웨이트의 부르간 유전과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와르 유전등 대부분 중앙 아시아와 

러시아, 일부 북미의 영토나 멕시코등에서 개발되는 것을 중심으로 

세계 총생산의 45%의 수요를 충당하고 있으며, 그 개발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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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을 극히 제한되어있다. 그리고 그 수익은 극히 일부의 

집권계층에 집중되는데, 특히 중앙아시아의 경우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 진행된 자원개발사업은 미국정유업체와의 정치적인 관계 또한 

얽히게 되어, 많은 불리한 점들을 떠안게 된다. OPEC이 창설된이 

후 국제유가에 대한 단기적인 변등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낮게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왕가 및 일부 기득권층에만 그 

소득이 한정되고 국민 대부분은 그 소득에 의한 부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 

대체 자원의 개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현재 사용되는 자원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윤리적인 댓가에 대한 노력과, 그 사용성의 

효율을 높이는 것도 디자이너들이 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목재원료의 경우, 이미 디자인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매년 급증하는 

수요 때문에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목재의 소비는 

윤리적인 투자와 지속가능 디자인의 개념의 공급에 대한 제안이 

이미 북유럽과 북미에서 있었고, 실제 운영중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도 매해 200,000 제곱 킬로미터의 열대 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그것의 연결고리로 환경, 이코시스템(eco-system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무는 목재의 가치뿐아니라 인간이 호흡하기 

위한 공기를 정화하고, 산소를 제공하는 기능과 수자원과도 깊숙히 

연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진 자원임에 보다 각별한, 

심층적인 대안이 보다 폭넓게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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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C(Forest Stewardship Councile), 전세계적 삼림조성와 친환경적 목재의 관리 및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비영리 조직이다. 

 

 

인류가 생존을 위해 자원을 개발하고 보완하여 지금의 문명을 

이룩한것 만큼의 노력이, 자연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일에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자원들,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오염되지 않은 토양과, 수풀들은 다른 

어떠한 물질적인 가치를 가진 자원들 보다 소중하며 가치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도덕적인 경영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판매후 제품에 대한 책임감이다. 이 책임감속에는 사용자와의 

관계가 끝난 제품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 또한 포함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 마지막 부분은 디자이너들이 좀 더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제품들이 

미쳐 그 수명이 끝나기 전에 그대로 버려져 그대로 쓰레기 

매립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과도한 경쟁으로인해 시장은 

낭비적인 소모품들로 포화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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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체들이 리싸이클시설을 통해 극히 일부의 수거된 

제품들을 재활용하고 있지만, 새로운 자원의 사용량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용량과 근본적인 수거에의 문제로 인해 사실 거의 

유명무실 할뿐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일상에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며, 또한 월등히 높은 

사용량을 자랑하는 플라스틱의 경우, PP와 PET는 평균적으로 

10%에서 15% 남짓한 양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자동차산업의 

영향으로 거대한 스케일의 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철의 

경우도 겨우 연간 30%정도에 불과하다고 알려져있다. 

그렇다면 재활용되지 못한 자원들은 어떻게 사라지는가? 대부분 

소각되면서 유해한 물질을 남기거나, 땅속에 매립되어, 지구의 

환경에 생물학적 발자취(ecological footprint)를 남기게 된다. 

이렇게 처리된 자원의 결과가 인류에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며, 현재의 쓰레기처리의 구조적인 

혁신이 등장하지 않는 한, 가까운 시일에 지구는 그 자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현재의 낭비가 많은 재활용 구조는 많은 개선과 효율성의 증대를 

필요하며, 소비자들 또한 그들이 소비하는 제품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의미없는 과대 포장이나, 시장의 유행과 트랜드만을 

따라 소비하는 경향은 반드시 지양해야 할 습관이고, 쓰지 않는 

물건들은 적절하게 분리수거해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기업들의 재활용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과,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 그리고 무엇보다 제품속에 친환경이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제품이 보다 긴 수명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사용자와의 관계가 쉽게 끝나지 않도록 

디자인하는 방법도 심층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제품의 수명이 끝나도 재활용 자원의 수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해야하며, 제품이 소각되거나 매립되어도 환경에 해를 

미치지 않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해야하며, 소재 연구와 

개발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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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인 경영이나, 도덕적인 책임 다하는 디자인, 생산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니다. 경제적인 이점과,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 우리 

사회의 기업들은 움직일 것이며, 그 원동력과 

모티베이션(motivation)은 현직에 있는 디자이너들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이 고되고 힘들며, 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문제적 상황이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생각해야하는 것들임에는 틀림없으며, 그것의 사회적, 

환경적인 파급효과, 다음의 세대를 위한 전인류적인 시점에서 

보았을, 우리는 어찌보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의(義)이며, 

덕(德)을 이야기하며, 그것의 실현에 대해 고민하는 매우 숭고한 일 

일수도 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드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가치나, 정책적인 

접근, 혹은 과학적인 방법이나 기술적인 노력들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회구성원, 더 나아가 인류 개개인의 노력과 변화를 

위한 의지가 있어야만 할것이며, 지금의 우리가 처한 도덕적인 문제, 

아울러 우리의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도 그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어떤 이들은 시기상의 문제를 제기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인구의 증가와 소비에 비례하는 자원의 고갈, 부의 

양극화, 지구 환경문제와 기후의 변화, 인권의 문제는 이미 

예전부터 진행되오고 있는 일이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임에 

많은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한다. 

감성적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Emotionally durable design)에 

관한 연구를 하는 영국 맨체스터대학의 조나단 채프맨(Jonathan 

Chapman)의 재미있는 비유를 언급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생태학적 지연의 경향은 마치 치과의사를 방문하는 경험과 

비유하였는데, 분명히 그 문제적 상황을 깨닫고 있고, 매일 

불편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충치를 방치하여, 결과적으로 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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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극심한 통증의 수술을 받게 되는 상황과 현재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들을 외면시하는 그 것과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충치가 있음을 느꼈을 때, 시간을 미리 내서 치과를 방문하는 것이, 

나중에 깊이 썪어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충치의 치료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고 하지 않는가? 선택은 

분명하다. 

 

약 200년전 영국의 의회에서는 경제와 도덕성 사이에서 큰 논쟁이 

있었다. 반인륜적인 노예제도를 폐지하자는 쪽과, 노동력의 

공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려한 쪽이 서로 대립 했었다. 그 

당시 영국 산업전체의 에너지원중 25%이상을 차지하는 노예제도가 

폐지 될 경우 산업 전반에 어려운 시기를 맞을 것을 우려한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다. 약 한 달의 긴 공방이 오고갔고, 결국 

반인권적인 노예제도를 폐지하자는 윤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당과 

사람들의 당위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었고, 노예제도는 폐지되기로 

결정되어 경제와 도덕성의 논쟁은 돈 보다 인간을 먼저 생각한 

인권의 승리로 끝이 났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약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그 산업혁명으로 인해 영국은 중공업의 발전뿐 아니라, 중산층 

근로자의 출현과 도시의 개발, 민주주의의 발전등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경제적인 성장과 총제적인 

국가적 성장을 이룩했다. 

이것은 현재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에 사회적인 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시사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본질로부터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게끔하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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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의 역할과 자세 

 

지금까지 전재한 논점들을 정리하면, 디자이너에게 지어질 책임감은 

분명히 사회나 환경적인 입장에서 봤을때, 개인에게 지어지는 

정도의 것 보다는 강한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의미의 좋은 디자인의 

성취와, 세계의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들의 

노력은, 그 책임감에 효율적으로 상응하는 관계여야 할 것이다. 

물론, 객관적으로 오점이 없는, 완벽한 무언가를 만들거나, 그 

의미를 타인에서 전달하여, 그것이 그들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분명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그것이 타인의 

도덕적인 책임감이나, 사회적인 감각의 의식과 연결되는 것이라면, 

그것의 성취는 극도로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통합적인 사고와 보편적인 레퍼런스(reference)를 통해 

현상의 과정을 관찰하며, 스스로 전체적인 상황을 감지해 판단하는 

능력은 어찌보면 우리 인간이 본래 가지고있는, 직관적인 선(善)을 

행하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 판단이라는 

개인적인 이성의 단계에 형이상학적으로 얽혀있는 사회성과 그속에 

투영되는 또 다른 자아의 모습은, 그것의 결과에 어떠한 식으로든 

영향이 닿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는 반드시 자유롭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마스터인 디자이너들은 감각적이고, 

일시적인 느낌이나, 일방통행의 언어보다는 사회적으로 교감 할수 

있는 톤(tone)과, 논리성을 갖춘 객관적 접근이 필요시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방법론에 대해서는 뒤쪽에 다시 논의하겠지만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이라는 도덕적인 산업의 발전과 개발, 사회 성장의 

개념은, 디자인 방법론에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특정 시점이 아니라, 

기획과 개발, 생산, 마무리등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철학의 이해와과 과학적 사고의 연장선에서 갖춰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26 

 

어느 한 사회 속에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사고방식이나, 관습 

같은 행동양식이 점차 보편화되고 대중화되면, 민족, 언어, 지역과 

역사등의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진 문화라는 필터링 통해 사회속에 

스며들게 된다. 그리고, 때론 그 것에 대한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보통 그것의 작용과 반작용 속에 다양한 

이해가 생겨난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결과는 혁신적이며 계몽적인 

사회 변화의 방법연구와 개발을 자극하여 그 사회 속에 

안착하기도 하며, 일부에 흡수되고 도태되어 사라지기도 한는데, 

그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얼마나 건강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와, 그 사회의 성숙함등과, 그 안에 이러한 반응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촉매제(catalyst)로써의 디자인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쓰레기의 분리수거는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좋은 예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1977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후, 유럽의 일부 

국가와 한국을 포함한 일부의 아시아 국가, 일부 북미지역등에서 

시행중인 이 제도는 그 사회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사회속에 남아 있다. 

정책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기업체의 참여로 진행되는 독일의 

경우는 높은 시민들의 참여와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남다른 형태로 

독일인들의 사회속에 자리하고 있다. 그들의 분리수거는 자원의 

재활용 뿐아니라, 환경오염을 줄이는 일도 효과적으로, 일부 

독일의 지방단체의 경우는 한해 평균 1.7%의 쓰레기 감소량을 

기록한 일도 있으며, 플라스틱병의 경우 독일 전체사용량의 약 

50%정도의 수거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EU가입국중 68%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음료수캔의 재활용 비율을 

보이고 있는 스페인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적인 노력과 비교적 잘 지켜진 사회적인 

약속뿐 아니라, 사회의 구성에 알맞은 디자인적인 노력은 보다 

효율적인 분리수거라는 새로운 문화를 그들안에 정착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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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PFAND 시스템, 공병을 환불해주는 기계. 

 

 

 

 
스페인의 재활용한 캔을 이용한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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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는 제도의 시행 초반에, 익숙치 않음으로 인한 

혼동이나 잘못된 사례들이 종종 발견되 그 효율성을 의문하시 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점차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의식적인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인 운동으로 점차 사회속에 그 분위기가 확산되는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쓰레기 분리 배출과, 수거 

자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수거 후 그 처리의 과정도 

투명함에 있어서 부족한 모습임에 틀림없다. 시민이나 단체들의 

경험, 정보공유등으로 각계에서 노력하고 있고 또한 

음식물쓰레기에서 얻어지는 가스를 이용해 에너지화하는 기술적인 

개발등을 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기준에서 볼때 이렇다할 성과를 

보였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른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디자이너의 역할은 그렇다면, 이제 변해가는 사회와 산업 속에서 

어떻게 변해갈 것이며, 무엇을 요구하게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언가를 기능적 및 미학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기획, 제작에 관여해 마켓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것’ 

만이 더 이상 디자이너에게 주어진 역할은 아닐 것이다. ‘사회적인 

문제와 현상에 대해 관찰하며,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 변화하는 세계의 디자이너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며, 실험적인 시도나 혁신적인 방법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것 또한 디자이너가 갖추어야할 덕목이 

될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수행하기 위해 폭넓은 이해와 

연구, 통철한 직관력을 통한 비판적 사고과 다방형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도덕적 책임감에 의한 행동력 또한 필요로 하게 될것이라 

내다 본다. 

만약, 전세계를 흩어져있는 모든 정보나 지식, 경험들이 이기심에 

국지적으로 한계되어있지 않고,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어질 수 

있다면, 우리(지구촌 이라는 커다란 개념)의 산업과 사회는 보다 

빠르게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디자이너의 이러한 역할이 실제로 적용되었던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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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설명하기 전에, 다시 한번 빅토르 파파넥을 언급해야 할 것 

같다. 그가 제안했던 ‘디자인이 등한시한 분야’는 책임감에 의한 

디자이너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기회를 주며, ‘인류는 

정말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와 ‘디자이너들은 무엇을 

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그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힌트쯤 

될것이다. 

 

 
14인치 높이에 19.5인치의 지름을 가진 Q Drum은 남아프리카에서 1993년부터 

사용된이후 케냐, 나미비아, 에디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 가나, 앙골라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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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ields that design has neglected’  (빅토르 파파넥의 

제기한 디자인이 등한시한 분야들) 

 

1. Design for the third World 

제 3세계를 위한 디자인 

 

2. Design of teaching and training devices for the retarded, 

the handicapped and disable 

지능 발달이 늦거나, 장애가 있는 이들을 위한 교육, 트레이닝 

기구의 디자인 

 

3. Design for medicine, surgery, dentistry, and hospital 

equipment. 

의술, 수술, 치과진료 그리고 병원 설비를 위한 디자인 

 

4. Design for experimental research 

실험적인 리서치를 위한 디자인 

 

5. System Design for sustaining human life under marginal 

conditions. 

한계조건의 아래에서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시스템 디자인 

 

6. Design for breakthrough concept 

획기적인 개념에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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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mac Rotomoulders and Pioneer Plastics가 1993년에 양산한 

Q-Drum은 P.J.와 J.P.S. Hendrikse에 의해 디자인 되었으며, 

아프리카의 식수가 부족한 지역에 매일 물을 운송해야하는 이들을 

위해, 75리터의 물을 깨끗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디자인한 

플라스틱 물통이다. 그들의 생활속에서 관찰을 통해, 기존의 

들고다녀야 했던 물통의 불편함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함축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라는 지역적인 특성상 물이 부족한 환경과, 사회적인 

발전이 부족한 상황에, 물이라는 인간의 필수 생활요소를 위해 

매일 몇 십 킬로미터를 왕복해야하는 그들의 일상은 분명 서구화된 

문명속의 우리의 일상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상 속의 디자인이 많은 낭비와 의미없는 소비와 

연결되어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그들의 일상속의 디자인은 현실을 

개척하고 인간을 위한, 그리고 필요에 의한, 삶을 이롭게하는 그 

순기능에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자인의 근원적인 의미의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사회안에서 태어나게 되는걸까? 

역사적으로나 보편적인 시각에서, 디자인이라는 인간의 다양한 

사고를 통한 의식적인 행위는, 다른 어떠한 의식적인 행동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행위의 주체와, 그 주체가 

속해있는 사회와의 복잡한 형이상상학적 관계 및 연결구조를 

들여다 보아야 할 것이다. 

단순히 주변 환경적인 요인의 관찰과, 실험적인 시도만으로 

사회적인 요구에 응답하는 디자인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1차적인 흥미나 동기 유발에서 관찰이나 실습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디자인라는 인간의 사회성과 

내면성을 담은 의식적 행위를 전부 설명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디자이너의 어떠한 명확한 의식이 담겨있는 행위 속에는 사회와 

문화, 환경이라는 외부적인 요소와 정신적, 의식적, 심리적인 

내부적 요소 사이의 구성면에 어떠한 연결점이 반드시 존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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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디자인이라는 행위의 과정과 결과 속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드러나게 되어 있다. 물론, 인간의 제한적인 의식이 가지는 

한계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식은 

인체안에 존재하는 실체적인 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인간의 

육체적인 감각들이 전기적인 신호로 전달되어 뇌라는 복잡한 

구조체에서 기능되어 결과 후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인 감각성에 의지하고 있으며, 의식의 내외부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디자인이라는 기획적인 의식의 행위는 디자이너라는 

주체와 내외부 환경적 조건에 따라 복합적으로 관계되어 

결과되는데, 그것은 디자인뿐아니라 인간이 의식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행위들이 지리적, 공간적 제약을 초월 할 수 없는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느끼는 세상, 세계라는 것의 

실체를 철학이나 과학으로 아직까지 극명하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타인과의 공유와 관계만으로써도 의미있는 것이며, 충분히 

가치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디자인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환경적 요인들, 

사회성이나 문화적 특성등은 디자이너의 의식과 그것을 행하는 

과정속에 깊숙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계도 구성은 개인과 

사회, 인간과 자연이라는 뗄레야 뗄수 없는 근원적인 원리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문화와 환경적 

관계의 특성이나, 감성적, 의식의 공감대 형성등은, 보다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의 이해가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디자인의 미덕인, 필요에 의한 사회적 요구와 

디자인의 근원적인 기능에 응답하는 의미의 연구와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미 영국과 

네덜란드등 일부 디자인 선진국의 몇몇 대학의 일부 과정에서는 

커리큘럼으로써 제 3세계에 있는 나라의 도시를 방문하고 그 

사회안에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의미있는 활동과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물론, 이러한 윤리적인 디자이너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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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그곳을 방문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의 

사회안에서도 자신에게 맡져진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이점만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고, 사회와 타인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감이나 환경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일에 

책임을 다하는 일도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분명히, 디자이너가 해야 할 역할은 전통적인 디자이너의 역할과 

다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사회와 환경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도 

생각한다. 또한 그들이 포용해야할 분야는 날이 갈수록 더 

다양해지고, 넓어지고 있으며, 그만큼 디자인의 기획과 

진행단계에서부터 제품의 사용자와의 관계설정, 상품으로써의 

가치가 사라졌을 때 까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와 

연구가 필수적이고, 실험적인 태도와 혁신을 추구는 자세가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디자이너의 태도 변화는 다가오는 

미래에 좋은 디자인을 목적하고 추구하여 궁극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사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의 원리속에 자리하고있는 지속가능성은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 더 나아가 다음 

세대에세 책임감 있게 이 세상을 물려주어야하는 시대의 공동체적 

일원으로써, 주저하거나 망설이기 보다 필연적인 흐름이라 이해하는 

성숙하고 의식있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다. 

 

 

 

‘You have to make up your mind either to make sense or to 

make money, if you want to be a designer.’ 

(만약, 당신이 디자이너이길 원한다면, 당신은 이치에 맞거나 

수익을 내도록 해야한다.) 

-Buckminster Fu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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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 디자인 연구 
 

 

인류와 지속가능성 

 

그렇다면 환경과 사회적인 영향, 비지니스, 제품의 결과적인 태도와 

도덕성마저 고려해야하는 지속가능 디자인이 갖는 의의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자. 

1960년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디자이너의 책임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서 출발하게 된 지속가능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전세계의 사회와 산업환경에 큰 화두가 된 이후, 사회, 

정치, 경제, 교육 전반에 걸쳐 연구되어 지속가능성(Sustinability)에 

의한 산업 발달, 인류와 환경의 공존 가능성에 대해 타진하게 되며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 

지구온난화와 이산화탄소 배출, 환경 오염 및 생태계 파괴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각종 자료와 연구기관들의 조사가 

등장하고, 환경론자들의 활동과 정책적인 움직임의 필요성을 느낀 

정치가들과 지속적인 성장을 원하는 사업자들과 개발자들의 

이해관계가 성립되면서, 지속가능성은 우리의 사회 안에서 그 

형태를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양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인 성장은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은 리싸이클링(재료의 물질적 가치가 유지되는 업싸이클링 

보다는, 재가공을 통해 소재의 특징적인 기능만을 취하는 

다운싸이클링 중심)이나, 일부 환경영향 물질 사용의 제재같은 

정책적으로 제한적인 방법, 신소재의 발견을 위한 연구등에 

집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소비와 낭비의 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이나, 쓰레기 발생의 감소등 사회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은 아직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변화들을 단순한 지구 환경 및 자연 생태계의 위기로만 인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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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 인류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화로 

인식하며, 쿄토의정서(Kyoto Protocol)와 같은 범세계적인 합의에 

모든 국가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능동적인 참여로, 전 

세계 기업들의 환경영향 평가와 조정등을 통해 기업의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을 보다 엄격하게 감시하고, 세밀하게 

조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성이라는 커다란 개념의 연장선에서 소비자와 

기업이 시장에서 과감한 태도의 변경에 노력해야 하며, 대체 

에너지의 개발, 효율적인 소비와 쓰레기 발생의 감소, 친환경 

소재와 윤리적인 책임감에 의한 의사결정 등 시스템적인 개선뿐 

아니라, 사용성의 확대(multi-function)나 재발견, 리싸이클의 개념 

확대와 낭비적 소비의 방지 같은 주관적인 개념의 발전 가능성도 

깊숙히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그것의 과정이나 방법의 추구에서 아직 완성되거나 성숙화 

단계에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종래의 전통적인 디자인의 

이론과는 비교적 불분명함과 불편함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산업의 발달에 따라 점차 특성화되는 기존의 디자인적 성향과는 

대조적으로 지속가능 디자인이 가진 가치발달의 과정상 복합적이며, 

다중적이고 전체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 

또한, 특성화와 개별화 보다는 전체론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문화적인 창조 역시 필요한 작업이며, 문제적 

상황에 대한 원스톱 솔루션(one-stop solution)의 접근법 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오픈 엔드(open ended)적인 접근을 

요구할 것이라 생각한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현재 진행중인 지속가능 디자인의 의의는 

결과론적이지 않은 폭 넓은 수용성과 총괄적인 성향의 다각적인 

방법론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과 

존엄성을 생각하는 것에 있을 것이다. 

 

인류가 험난한 환경에 대항하여, 자연을 개척하며 자신들의 문명을 

진화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웠 것이라 생각드는 자기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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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은 고스란히 그들의 산업 발달과 사회 발전에 남아 있다. 

그들이 제작하였던 고대의 지도를 보아도 쉽게 그러한 시점을 

찾아볼 수 있고, 그들의 의식이 지구라는 것의 개념에 미치기 

시작했을때,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자기중심의 의식관 내지 세계관은 고대 그리스의 

르네상스나 인본주의 같은 긍정적인 영향도 끼쳤지만, 그릇된 

이기심과 결합해 민족주의나 지역 이기주의 같은 부정적인 영향의 

바탕이 된 경우도 있었다. 잘못된 이해에서 시작한 해석이 인간을 

보다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또한 그러한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인간의 불완전한 의식의 팽창과 주관적인 감각과 경험을 통해 

이해하는 왜곡된 세계관은 자기중심의 세계가 타인의 세계보다 

가치있다고 믿으며,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이 타인의 행복과 어떠한 

관계에 놓여있는지조차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인간의 

이기심을 타파하고, 인류 문명의 긍정적인 발전을 꾀한다는 

의미에서도,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인간 중심의 원인론적인 시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고 연구하여야 함을 반드시 

주지해야 한다. 

 

인류의 활동으로 인해 생태계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그 영향으로 

동식물들이 피해입거나 특정 종들이 멸종의 위기까지 직면하게 

되었으며, 기후의 변화 같은 지구환경의 변화로 인한 재난이나 

생태계의 변화등에 대한 연구 조사의 발표나 뉴스 보도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 지고 있다. 자연적인 과정에서 벌어진 멸종이나 

도태가 아닌 인류의 이기적인 활동에 의해 사라져간 종들은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의 변화로 인한 인재(人災) 또한 적절한 

예방책 없이 매해 발생하고 있다. 슬프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멸종과 도태라는 것은 지구의 탄생과 생의 기원이 시작된 이후 

자연이라는 커다란 시스템 안에서 벌어지는 순환의 과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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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이기도 하다. 물론, 그러나 인재가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하며, 어떠한 재난에도 인명 피해가 생길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야 할 것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자연적인 생태계의 진화와 순환적인 구조상 매일 10종이 

넘은 종들이 지구상에서 멸종되거나 도태되고 있고, 인간의 급격한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에 따른 대기층의 변화가 온난화에 영향을 

끼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구의 온도변화에 의한 

기상변화라는 현상 자체는 지구의 수십억년의 역사속에 있어왔던 

과정의 중 일부인 것이다. 지구의 수십억년 역사 속에는 수많은 

종의 생명들이 지구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사라진 종 중에는 지구를 아주 오랜 시간 지배했다고 일컬어지는 

생명도 있었으며, 아주 짧게 존재했다가 사라진 종들도 있었다.  

지구가 가진 우주 속 행성의 의미로써의 역사와 프로세스안에는 

인류의 활동이 지구에 미친 영향보다, 행성자체으로써의 거대한 

변화의 과정이 있었으며, 인류는 그 변화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자연과 싸워왔으며, 개척해온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해석이 

인류의 모든 소모적인 산업과 사회 발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인류라는 종 또한 잘못된 판단에 의한 자연에의 대항이나 

적응이 계속 될 경우, 지구 환경의 변화에 따라 멸종, 혹은 

도태라는 비참한 비극의 최후를 맞이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 처럼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 또는 모체로써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써 생각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생각을 역으로 해보면, 모든 생명은 모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 소멸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사실 

지구라는 오랜 역사를 가진 행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인류의 

존재 유무는 특별한 의미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종들 중 하나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인류가 지구에 등장한것은 불과 수만년전의 일이며, 아직도 인류는 

그 생존을 위해 배우고 있는 중인 것이다. 

또한, 지구라는 존재는 인간을 위해 절대 변화하지는 않는다. 다만, 



39 

 

우주의 섭리와 변화속에 역시 스스로 변화되어 갈 뿐이다. 

인류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야만 생존 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어떠한 종의 가치보다, 그 무엇의 

물질적인 가치보다 중요하게 여겨야만 한다. 그리고, 그 존엄성을 

지속하기 위해 그들은 생존에 필요한, 산소와 물, 대지와 환경을 

지켜내야 하며, 다른 생명들과의 안녕도 꾀해야만 하는 것이다. 

인간의 가치는 중요하지만, 그것은 절대 홀로 자립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생명, 환경과의 균형과 적응에서 인류는 생존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지속가능성이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시 말하면, 지속가능성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다. 

 

 

 

 

 
45억년의 지구의 역사에서 인류가 지구에 등장한 것은 불과 약 2십만년전의 일이다. 

인류 생존을 위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인류의 안녕과 문명사회의 안위는 

보장되지 못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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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적 상황과 지속가능 디자인의 필요성 

 

인류가 지구에 처음 등장했을 때의 모습은 물론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다. 그들에게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르며, 스마트폰으로 거대한 가상공간속에서 파일을 자유자재로 

주고받으며, 인체의 속안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 말했다면 아마 머리에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가 점점 진화된 육체와 정신을 통해 나타나는 

의식적인 행동들이, 예를 들어 툴(tool)을 만드는 기술을 

습득하거나, 불을 지피는 방법, 부족들만의 의미가 포함된 소리를 

통한 의사전달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그들의 존재는 분명 

지구상에 존재 했던 다른 어떠한 종들과는 구별되는 것 임에 

분명하다. 

그들은 벽화같은 그림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의식속의 3차원의 

이미지를를 2차원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법을 알았으며, 독특한 

발성을 통한 의미의 전달을 가능하게 했다. 물론 언어학적인 

의미에서, 그 당시의 언어로 기표(signifier)에서 의미한 사인이 

완벽하게 기의(signified)로의 전달되는 과정이 완성되었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추측 하지만, 분명 인류는 그것을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왔으며, 그들의 경험과 습득한 정보를 

후대에 물려주는 독특한 문화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점차 발달된 그들의 뇌용량은 종종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그들의 삶과 사회의 진로에 분명한 영향을 끼쳤다. 먼저, 무기의 

발전이 그러했으며, 먹을 것을 위해 옮겨다니던 유목생활에서, 

움막같은 거주지의 개념이 생겨나고 토기의 발명과 농작의 개념을 

이해하며, 농경사회로의 변환이 가능해지게 된 것에는 분명, 오랜 

새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며 개척해 갔던 그들의 생존력과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기술의 발전에 있었다. 

물론, 인류가 유일하게 도구를 사용하는 종은 아니지만 그토록 

고도의 숙련된 기술과 노력이 필요한 도구의 제작과 개선을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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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다는 측면에서 분명 인류는 기존에 등장했던 생명체들과는 다른 

종이었던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사회의 발전과 국가의 형성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들의 

의식은 점차 육체적인 안전과 안녕에서, 정신적이고 감성적인 

만족감의 목적을 위해 발달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정신적인 발전은 철학과 이성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이념의 발달을 시작하게 하였고, 결과론적이지만, 현재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사회구조의 빠른 성장을 유도하게 하였다. 

 

전 인류에세 악몽과도 같았던, 세계 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인류는 

이념의 세계에 돌입하게 되는데 바로 냉전 시대의 개막이었다. 

러시아와 중국을 필두로한 공산주의와, 미국과 서구의 국가들 

위시한 자본주의의 첨예한 대립에 세계의 분할이 이루어지게 

된것이다. 그들은 독자적인 철학을 가지고 각자의 이념아래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그들의 경쟁 구조에서 

더욱 가속화 되었다. 

러시아와 미국의 우주개발을 위한 인공위성 개발과 달착륙등의 

일화는 이러한 이념의 전쟁속에서 태어난 인류의 오기 아닌 

오기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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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인류는 더 다양하고 심도깊은 과학의 발전을 이룩하며, 

불과 6,70년전의 에너지소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천 

배가 넘는 강력하고 거대한 에너지 소비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 

그렇게 우리의 세계는 기술과 기계의 발달로 바야흐로 기계중심의 

세계(Machine Centered World)를 맞이하게 되며, 1933년에 

시카고에서 열린 ‘Chicaco World’s Fair’의 타이틀은 그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정확히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새롭게 정의 된 것이다. 

 

‘Science finds, Industry applies, Man conform’ 

(과학이 발견하고, 산업이 적용하고, 인간은 따른다.) 

 

자본주의의 세계는 대량생산(mass production)이라는 획기적인 

산업구조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며, 플라스틱 같은 다양한 소재의 

개발과 저비용 생산효과를 통해 소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진영의 정치가들은 공산주의와의 비교에서 더 나은 삶의 

조건과 부의 확대를 약속하며, 그들은 사회구조 자체를 소비를 

통한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는 서구의 국가들과 미국의 뚜렷한 성장을 

바탕으로, 부를 통한 삶의 질의 향상과 다양한 문화적인 다양성을 

확보하였고, 그들의 시장경쟁에서 길러진 경제적 우월함은 분명 

공산주의의 현실성 없는 국가적 성장과 실패한 정부주도의 

개발경제 시스템에게 압도적인 승리도 거두게 되었다. 

그렇게 인류의 사회구조는 점차 개혁되고, 자유주의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는 꽃을 피웠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뒤의 반대편에는 눈부시게 빠른 성장속에 

도덕적임 의무감을 져버린 희생이 뒤따랐다. 

인류가 도덕적인 책임감 대신 물질적 가치를 위한 경제적 성장이나 

이기적인 이념의 선택에 의해 인간의 자체의 존엄성은 망각되기도 

하였고, 인류는 그들 스스로를 처절한 경쟁의 사회로 내몰아, 

물질적인 힘만을 갈구하게 하는 외로운 사회적인 동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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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도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만을 위한 경쟁의 사회속에서는 

타인들과의 유대감이나 정신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보다 공허한 

가치추구를 위한 이기심만을 자극하게 되었고, 그 경쟁에서 

뒤쳐질때 개인에게 다가올 정신적인 공황이나, 감성적 어려움은 

물질만능주의로 흘러가는 사회구조적 문제의 심화를 가속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는 인류가 마주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처방전을 찾고 있는 것이며, 그 안에서 

지속가능성의 디자인적인 가능성은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제 1장에서 언급했듯이 소비라는 개념 자체는 필수적인 성장의 

요소이며, 삶의 기본적인 원리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관심을 갖아야 할 

것이며, 그것의 노력에 따라 그 결과는 충분히 달라 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먼저 우리가 현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보면, 

그 속에는 세계 인구의 증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숨어있다. 

제한적인 자원의 공급에도 불구하고 매년 세계의 인구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이 사용하는 자원 또한 그 소비가 

극심해지고 있다. 수요가 증가 할수록 공급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구 성장의 여파는 사회의 구조변화와 

산업의 성장 곳곳에 미치고 있으며, 자원을 얻는 지구의 환경, 

자원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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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최근 발표한 세계 인구의 성장에 대한 조사를 보면 

지구상에 살게 될 인구의 숫자는 2030년에 약 90억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00년에 불과 60억정도에 불과 했던 

인구수에 50%가 30년만에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 역시 분명하게 증가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 가능하게 해주며, 식량, 수자원, 거주지 확보등의 

기본적인 인간의 생활을 위한 자원 부족등이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실제로 이것은 인구의 증가뿐아니라, 자원 소비의 불평등에서 

초래하고 있는 현상의 중요한 이유중 하나인데, 전 세계 70억의 

인구 가운데 약 10%의 인구만이 자원의 불편없이 사용, 때로는 그 

낭비를 초래하기도 하며, 

약 90%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자원, 에너지의 부족을 

시달리고 있으며, 그 때문에 효율적인 사회 구조의 정착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다. 공리주의라는 허울좋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개념의 정의 속에 실제로 세계 인구의 대다수 사람들은 

포함되어 있지 못한 것이다. 

불행히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 될 경우, 세계의 자원을 독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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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피하고 있는 일부 자본기업들과 생산업체들은 그 도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장기적인 세계 시장의 확대라는 

개념에서 보았을때도 비효율적인 생산과 소비를 부추기는 시장접근 

방법론을 가진 기업들은 다가오는 자원의 고갈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임에 틀림없다. 

상대적으로 적은 소비의 고효율과 저비용, 잉여 생산의 방지, 대체 

에너지와 재생 자원의 사용이 가능한, 변화하는 세계와 시장에 

적응하는 기업만이 도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인구 증가의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는 또한 가난에 시달리는 제 

3세계의 국가들과, 일부 발전중인 국가에 교육을 통해, 저출산의 

이점을 설명하여야 한다. 세계 기구에서의 정책적인 뒷받침과 

현실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의식변화와 그들이 살고있는 

환경과 지구의 변화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하며, 

적절한 자녀 양육의 질(quality)을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사회 

기반 시설의 성장의 중요성과 자녀 교육에 있어서 집중된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해야만 한다. 

그들이 스스로 보다 효율적인 사회 건설을 이룩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룩했을 때, 세계의 경제는 새로운 시장의 확대를 

맞이 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곧 새로운 소비층의 등장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과거의 경험에서 배웠듯이 시장의 확대와 소비 자체에만 집중하는 

자세를 지양해야하며,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 성장을 모토로써, 

산업과 사회,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자체를 무엇보다 중요시 생각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구증가의 현상은 소비재 사용의 증가와 개인적인 

사치품의 이용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게 하는데, 디자이너들은 

시장의 다양성을 이해한 개발과, 일시적인 유행 보다는 종합적인 

소비자의 소비패턴과 사회적인 행동의 이해를 통해 그들의 

니즈(needs)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눈을 길러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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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점을 제안할 수 있는 적합한 

디자인의 개발을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무의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연구와 실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며, 산업현장의 제품 생산 

과정을 이해하고, 수명이 끝난 제품의 태도가 소비자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한다. 

 

단순히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하는 일시적인 유혹의 상품을 

개발하는 일이 시장에서 쉽게 사라지거나, 생산업체들의 즉각적인 

태도 변화가 일어나 시장속에 악순환의 고리들이 금방 끊어질 

것이라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디자이너의 변화에 대한 의지와 

기업체들의 실천력이 더해진다면, 지속가능성을 향한 디자인은 

성공은 어려운 일 만은 아닐 것이다. 

결론적으로, 산업의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은 무의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그 사용의 최소화에 기여해야하며, 소비자와 

환경에 친환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제품의 개발과 생산에 보다 

적극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설사 그것이 단기적인 경제적의 

위협이 존재할지라도, 인간과 사회를 위한 희생과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디자이너들이 반드시 공헌해야 할 임무이다. 

 

산업화와 물질만능주의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점은 자원의 고갈이다. 

많은 과학자들과 연구기관들이 지적하듯이 석유자원은 가채연수가 

40년 정도 남았을뿐이며, 지구에 매장된 대부분의 천연가스의 

경우는 전 세계 가채연수가 60년 정도로 보고 있다. 이 말은 즉슨 

다음 반세기 안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에너지 자원들이 

대부분 고갈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자원의 소비와 생산으로 구조되어 있는 우리의 산업에 

대한 생존적인 문제이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에너지 

자원에 의한 문명의 이기(利器)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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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에 의한 

방법론들이 많이 연구되었고, 아직 개발중에 있지만, 이 부분은 

어느 특정한 분야의 개발만으로 극복 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적인 희생과 산업체의 다각적인 접근에서의 해결책이 

모색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의 구체화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만 현실화가 가능 할 것이다. 

대체 자원으로의 전환은 근시일안에 인류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만약 그 시기적인 문제로 그것의 사회, 산업에의 

적응이 늦춰질 경우, 기업체중심의 소비 재점검에서 부터 사회구성 

개개인인 고통분담은 필수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어떤이들은 재활용 자원을 통해 자원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플라스틱 같은 합성물질의 자원 뿐아니라, 종이, 

펄프같은 목재자원 역시 그 재료가 가진 특성이 영구적으로 

유지되어 재활용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대부분 재활용의 

과정중에서 특성의 일부를 잃어버리게 되며, 산업 생산을 위한 

재료로써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원과의 혼합이나, 

추가물질과의 합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재활용 플라스틱의 경우 대부분 그렇게 새로운 재료(flesh 

material)와의 혼합이 필수적이며, 철이라는 금속의 경우 자동차 

산업의 오랜 역사 때문에 그 재활용에 다른 어떠한 자원보다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최근의 자동차 산업에서는 

철재구조의 부식을 막고 금속이 가진 성능을 높이기 위해 이용하는 

아연 같은 중금속과의 합금처리 과정은, 그것의 친환경적인 

재활용처리 시설에 비용 부담을 늘리게 하였다. 

MDF같은 목재소재의 재활용 방법도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환경에 

해로운 독성물질의 본드때문에 결코 친환경적인 재활용 방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기술적인 효율이나 자원의 특성을 강화시킨 재료의 개발이나 

연구가 더 진행되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재활용이라는 개념자체가 

자원의 고갈에 막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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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정재와 가공에 자원적인 소비가 일부 감소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소비되는 추가적인 에너지와, 다른 형태의 

자원의 소비가 어떠한 식으로든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자원 사용량이 영원토록 에너지의 발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우리는 그러한 소비된 

에너지사용의 결과, 즉 쓰레기 혹은 산업 폐기물의 발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원자력 에너지의 결과물인, 방사능 폐기물은 수백년간 

그것이 봉인된 환경에의 접촉을 금해야하며, 인간과 환경에의 

영향을 고려해 꾸준한 관리와 노력을 기해야한다. 

구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여전히 그 자원의 완벽한 사용과 

조절에 실패한 인류에게 어떠한 공포스런 영향력을 미치게되는지, 

그 악몽같은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뼈저리는 

교훈을 주고 있다. 

그리고, 2011년 다시 세계를 방사능의 공포로 몰아 넣었던, 

세계에서 손꼽히는 원자력기술을 자랑하던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는, 지난날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했던 이 

자원이 지닌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으며, 유럽의 독일등 

일부 국가와 미국등 선진국들이 원자력에너지의 사용에 부정적인 

전망을 나타낸 것처럼 원자력의 차세대 에너지로써의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여전히 일본의 원자력발전소의 붕괴에 의한 피해 규모와 영향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정확히 산출해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한국 같은 자원의 절대부족으로 인한 에너지수입 의존국들에게는 

국가적인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대체 에너지의 개발과 

얼마 남지않은 천연에너지의 관리와 수송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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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 사고의 피폭으로 인해 기형아의 출산이 급증했던 인근의 마을. 

25년이 지났지만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후유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200년전의 전통적인 에너지 생산방식에서, 현대의 사회까지도 

여전히 상당수의 에너지 생산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경우도 그 활동의 결과물은 인류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배기가스의 대기오염과 Co2의 발생에 따른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등은 앞으로 주의깊게 주시해야 할 사항들임에 틀림없다. 

대체 자원으로 개발중인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지열을 이용한 

전기 발전, 댐건설을 통한 수력발전등은 그 자원의 반영구성이나 

지속성이라는 측면이나, 에너지 사용에 따른 폐기물이나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들이 거의 없는 친환경성에서 볼 때 분명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지만, 아직 그 

효율성이나 초기 설계, 투자비용이라는 현실성에서 볼때 기존의 

에너지 생산방식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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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디자이너들이 해결해야할 또 다른 근본적인 산업구조의 

문제점은 바로 쓰레기의 처리와 그 양의 증가 문제이다. 

이미 쓰레기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해 여러차례 

언급하였지만, 그것의 중요성은 몇번이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미래의 산업과 사회의 구조적인 성장의 측면에서 반드시 해결 

해나가야할 중요한 문제이다.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에너지 자원의 사용에 따른 핵폐기물이나, 

환경오염물질을 함유한 쓰레기의 처리는 신중히하고, 정확한 

대응의 현실적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며, 기업체의 산업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산업 쓰레기나 오수 및 폐수, 대기오염 물질의 

방출등 엄격한 국제적인 법적제재와 사회적인 책임보장 제도등을 

통해 그들의 도덕적 책임감의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당장의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계산 할 수 없는, 더 소중한 무형의 

가치가 있을음 범세계적으로 알리고,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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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말 처럼,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의 후손들에게서 빌려온 것일 뿐이다. 

지금, 우리의 자식들에 돈 몇푼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임음을 

알려주는 것이,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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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의 문제 중 최근에 급속히 전세계적으로 눈에 띄고있는 

흐름은 전자 쓰레기(e-waste)의 증가이다. 대부분의 전자 쓰레기의 

경우 선진공업국이나, 개발국의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제 3세계의 

나라들이나 노동력이 값싼 인도, 중국등의 나라에 제품으로써의 

수명이 끝났거나, 결함, 파손된 전자제품들을 재활용이라는 목적을 

달고 수출하면서 전자 쓰레기는 발생하게 된다. 

일부의 제품들이 실제로 재가공을 거쳐 재활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양의 폐품들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나 중금속등을 함유하고 

있는 채로 적절한 재활용 시설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소각되어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토양에 소각된채 폐기되는 유해합성물들과 합성 플라스틱들은 

토양의 오염을 유발하고, 그들의 땅을 생명이 태어나기 힘든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 버리며, 정제시설이나 정화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태워진 전자기판에서 흘러나온 중금속과 유해 가스는 

대기뿐만 아니라, 지하수까지 침투해 그들의 수자원을 오염시킨다.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전자쓰레기의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호흡곤란이나 무기력증등, 신체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아이와 노인들에게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 땅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그들의 고통받는 육체와 정신은 우리 사회의 제조업체들이 지불한 

돈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생태학적 발자취라는 측면에서 전자 쓰레기의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오랜 시간 지속되며, 어찌보며 반영구적시간 

그곳에 삶의 터전을 잡아 살아가는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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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날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에 실린 High-Tech Trash, 2008 

 

기업체들이 이러한 비윤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의 문제이다. 그린피스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유럽연합이나 미국에서 한대의 컴퓨터를 재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미화 20달러정도이지만, 인도에서는 무려 10배나 적은 2달러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고 알려져있다. 

이윤의 추구가 궁극적인 목표인 기업체들의 비인륜적인 의사결정이, 

제대로 된 재활용 시설도 없는 그들의 생계 목적을 위해 당장의 

환경의 파괴와 건강에의 위협을 망각하게 하는 것이다. 

자본기업들은 이러한 결과가 제 3세계 노동자들의 선택이라고 

강변해 도덕적 책임을 면하고 싶겠지만, 그들이 제 3세계의 전자 

쓰레기 재활용 노동자들에게 제품의 위독성이나 유해물질에 대해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나, 교육등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 하지않고, 

단순히 돈 없는 노동자의 선택이라 변명하는 것은 인류와 사회를 

위한 기업의 정신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지속가능성을 목적하는 디자인의 접근에서 쓰레기의 감소 및 

최소화는 숙명적이며, 반드시 해결점을 찾아야하는  근본적인 

문제중에 하나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나 시대,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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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라는 것은 그것에의 가치 기준 또한 유연 하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접근한 에너지로 전환가능한 자원을 발견하는 연구나, 

쓰레기의 재처리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재료를 얻는 실험등은 분명 

의미있는 시도이며, 지속가능한 사회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그 과정을 통해 

시장에서의 기업의 수익성이나 사업적 가능성 또한 확인하게 

된다면, 분명히 미래의 사회속에서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주요한 

방법론중 하나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1) Graph: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9), The 2008 Revision: www.un.org 

(2) Graph: Global fossil carbon emissions (1800 ~ 2004): www.unido-ichet.org 

(3) Graph: EMPA Swiss Federal Laboratories for Materials Testing and 

Research (2006): www.grid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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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접근과 연구 

 

지금까지의 논제와 해석들을 종합적으로 사고해보면, 디자이너들이 

지속가능성에 대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잠재적인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여하는지, 매일같이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을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나름의 주관적인 

잣대와 의사결정력이 생겼을 것이라 생각한다. 

설령이 그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기준이라 할지라도, 

극히 순수한 동기와 선(virtue)을 가지고 그 기준에 도달한 

것이라면, 그것의 결과에 상관없이 그들의 시도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 

사실 현직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디자이너로써 어떻게하면 

그들이 만드는 사물이 지속가능해질지, 그리고 어떻게해야 

생태학적발자취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한마디로 정의해줄 수 있는 완벽한 답은 아쉽게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라는 명제 자체도 문화의 차이와 

의식의 성숙도등의 차이로 인해 폭 넓게 해석 될 수 있을 뿐더러, 

상업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디자인이라는 시점에서 해석하는 

지속가능성은 반대로 그 디자인의 행위와 당위성 자체를 부정하는 

일을 하기도한다. 

아이러니하지만 그들이 무언가를 시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구하는 방법 자체가 결과론적으로는, 단지 우리가 처한 문제점을 

가중시키며 다양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산업 디자인이라는 행위의 특성상, 디자이너의 생각과 추구하는 

목적을(대부분의 상업적인 디자인의 경우 클라이언트의 요구)위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비쥬얼의 수단을 통해 표현하는 과정과 

3차원에 존재하는 유형의 것(tangible)을 만들어 내는 일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의 성공 여부를 떠나 행위에 따라오게 

되는 자원이나 에너지의 소모에 대한 책임이나, 쓰레기 발생등 



56 

 

그것의 사회적인 면죄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을 거두기 힘든것이다. 

 

그렇지만, 실수가 두려워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고, 발전도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해결해야할 문제들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할 사회 구조적이며, 철학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법과 이제껏 시도되지 않았던 

실험적인 방법론, 내면의 깊은 의식의 성찰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현상들과 그 속의 자아(自我)를 투영하는 자세 또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학술과 산업의 협동인 산학협력 같은 

접근법과, 비영리의 순수한 학문적인 연구자세에서 실험적인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강구해 그 결과를 사회와 산업체의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방법 또한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디자인이 포함하고 있는 개별적 독창성(uniqueness)과 그것의 

접근성(accessibility)은, 적절한 교육 과정과 수련된 이론의 연구를 

통해, 상대적 객관성을 아울러 결과, 표현 될 수 있으며, 그것의 

함축적인 의미론들과 직관적인 방법론들은, 더 넓은 학문적 수용과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은 곧 문제에 대한 총괄적인 사고와 

이해, 그리고 다각적인 해답을 제시 할 수 있게 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물론, 즉각적인 효율을 보이지 못하는, 제한적인 환경안에서 이뤄진 

실험의 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 것을 이해하지만, 

디자인의 특성상 추구되는 사용성(usability)과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의 시점은 단순히 실험실에서만 존재하는 이론적인 

결과에, 그 연구가 한계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분야의 연구나 실험과는 조금 다른 결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설사 뚜렷한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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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al Design Sustainable Design 

Industrial Design Design of functional objects 

Product Design Creation of material culture 

Specialization Improvisation 

Conventional Uncertain, uncomfortable 

Professional Amateur, dilettante 

Specific Holistic, Integrative 

Instrumental Intrinsic 

Problem-solving Experimenting 

Solutions Possibilities 

A priori Design Contingent Design 

(4) 전통적 디자인과 지속가능 디자인의 주요 키워드의 비교표 

 

덧붙여, 디자이너들의 자원봉사(volunteer)의 개념이나 사회적인 

책임 의식에서 시작된 비영리단체의 조직등이 디자인의 문제해결 

능력을 통해 사회적인 변화와 개혁을 유도하는 경향의 움직임이 

최근 보이고 있는데, 평등주의적 디자인(democratic design)에 

기여하고 있는, 미국의 Project H Design이라 알려진 디자이너 

조직이 그 중 하나이다. 

이 디자이너 조직단체는 사회의 일부 기업체로부터 

투자기금(fund)을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자국내의 

상대적으로 가난한 주(state)나 아프리카 같은 제 3세계에 직접 

진출해, 그들의 환경 안에서 조직적인 디자인 접근을 통해 사회의 

효율적이고 심미적으로 더 나은 체계(framework)의 제안, 설계 

해오고 있다. 

또한, 디자인의 힘이 필요한 이 들의 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를 

발견해 그것에 응답 할 수 있는 제품들을 생산 및 기부하고 있으며, 

그 사회의 재건사업안에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시설, 의료시설, 

농업기술의 이전 같은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디자인의 가능성과 

문제의 해결에 해안을 제시해오고 있다. 

이렇게 디자인의 문제해결(problem solving)원리를 이용한 사회적, 

환경적 시도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접근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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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에 지속가능한 형태로 흡수되어 일시적이지 않은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Saul Griffith: Design won’t save the world. Go volunteer at a soup kitchen, 

you pretentious f**k. 

다소 거친표현을 사용했지만, 현재 변화하고 있는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대한 

디자이너의 의식있는 태도 변화를 꼬집은 Saul Griffith. 

 

 

 

정책적 보완과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자발적인 노력과 사회 단체의 

감시도, 궁극적인 지속가능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디자인적인 

접근법의 효율성의 증가를 위해 중요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위기 상황임을 의식한 국제적인 협약과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어내, 각 국의 산업발전 현황과 과정등을 고려해, 

환경오염물질의 방출이나 과다에너지 사용, 쓰레기 방출등에 대해 

순차적인 제재의 움직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만약, 실제로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와 산업이 다시 

변화하게 된다면 디자이너들은 기존의 경쟁중심의 시장에서의 

역할에서 머물지 말아야 하며, 머물 수 없을 것이다. 사회와 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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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면, 디자인의 의미는 다시금 재정의 될 것이며, 그 

변화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디자이너들은 

한단계 더 진화한 자들 일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디자이너들은 무엇이 진정으로 의미있는 것인지 

사려깊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고, 지속가능 디자인의 심미적인 

새로운 발견을 위한 도전 역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사물과 인간과의 관계 형성과 의미부여라는 원인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사물은 우리에게 특별해지며,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에 

대해 연구해 볼 가치가 있으며, 그것의 이해는 또 다른 방법론 

개발에 문을 열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조나단 체프만(Jonathan Chapman)에 의해 제시된 감성적 

지속가능성(emotional durability)이라는 이 개념은, 어떠한 

제품이나 물체가 가진 특별함이 어떻게 인간에게 인식되며 

의식속에 의미되어지는지 그 과정과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원리를 이용해 사용자와 그 사용자가 소비하는 

사물 사이에 작용하는 의식을 해석 할 수 있으며, 그렇게 재해석된 

의식과 감성의 채널(channel)을 통해 지속가능 디자인의 의미를 

전달 할 수 있는 것이다. 

언어학적(semiotics)인 해석에 뿌리를 두고있는 인간의 의식속 

의미의 성립이라는 과정을 통한, 이러한 방법론은 인간의 개별적인 

의식과 주관적이고 감각적인 경험등을 통해 우리의 의식속에 

형성된다는 점에서 보편성(universality)과 객관성(objectivity)의 

유지와 확보를 위해 심도 깊은 연구와 과학적 접근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어떠한 사물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물질적인 가치 

이상의 의미부여와 사용자와의 공감대(sympathy)의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그 가능성은 사물의 지속가능성을 유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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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번쯤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이나, 자신만의 아끼는 

물건을 소유했던 경험을 예로 생각해보면 그것의 원리에 더욱 쉽게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어릴적 보물만큼 소중했던 아끼던 딱지나 구슬이나, 자신의 

분신처럼 아끼던 꾀죄죄한 인형, 어딜가든 함께였던 고장난 로보트 

장난감처럼, 우리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물들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그들의 존재는 분명 어린 시절의 나라는 의식에게 

특별한 존재였다. 

그러나, 그 특별함이 물질적인 가치의 판단에 따라 내려진 기준이 

였을까? 

사물이 그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서, 우리에게 특별함을 선사하는 

일은 어른이된 지금에도 마찬가지이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은 선물이나, 가족에게 받은 물건,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물이나 오래된 앨범,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이 가진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그것을 소유하는 사용자와의 관계에 의한 그 

사물의 수명(longevity)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오랜 시간동안 소유되며 변하지 않는 가치를 담고있는, 의미있는 

사진 한 장의 가치가 일반적인 종이 한 장의 물질적인 가치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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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먼저, 알려져 있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면, 이러한 정서적인 가치의 

연결고리를 감성적 애착심(emotional attachment)이라한다. 

그리고, 이러한 무형의 개인적인 감정의 애착심은 주관적인 기억과 

경험에 대한 증인(witness)로써 그 사물의 가치를 다른 것들과 

구별하게끔 하는 기능을 한다. 이것은 특히 사용자와 사물간의 

유대감(empathy) 형성뿐 아니라, 사물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결정하게끔 하는 역할도 하는데,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같은 

모양의 물건이라도, 특정 사용자의 의식의 흐름에 영향을 받은 

사물은 그것의 사용자에 따라 개별적인 성격(characteristic)이 

존재하게 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사물이 타고난 본래의 물질적인 가치를 인간의 의식 

변화에 따라, 변화시키는 심적 에너지(psychic energy)의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한 이가 바로 몰입이론(flow)을 소개한 미하이 

칙센트미하이(Mihaly Csikszentmihalyi)이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Flow 개념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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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출신의 미국인이 그가 인간의 심리학을 이용해 인간의 

의식과 사물과의 관계에 대해, 미국의 MIT와 공동으로 실험한 

내용을 담은 책, 사물의 의미(The meaning of things; Domestic 

symbol and the self)는 이러한 인간의 심적인 에너지가 사물에 

어떻게 통하여 흐르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접하고 있는 가구(식사를 하거나, 무언가를 

하기 위해 앉아있고, 휴식을 취하며, 잠을 자는)와 나날이 쓰이는 

제품들, 장식적인 소품이나 음악들을 때 쓰는 뮤직 플레이어 등등 

모두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그 존재들의 의미에 대하여 

인터뷰와 심리적인 의식의 진단을 통해 밝혀내는 과정과 분석은 

매우 흥미로우며, 막연히 알려져있던 인간과 사물과의 관계 사이의 

의식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울 주고 있다. 

특히, 그의 이론에서 지속가능 디자인의 시점을 고려하는 

디자이너에게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전반적인 이론 속에 

실험되어있는 인간의 인식(cognition)에 대한 가능성이다. 

심리학적 인식에 대한 가능성은 현대의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을 통해 그 깊이와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고 할수 있겠는데, 

인간이 사고하고, 느끼고, 표현하는 등 인간의 의식적인 행동과 

그속의 내면의 구조 작용을 이해하려는 과학적인 접근법의 

개발들로 인식을 통한 정보 처리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단순한 커뮤니테이션의 기능뿐아니라, 인간의 철학적인 

사고를 진행하고 표현하는 수단의 언어와 말에 대한 기호학적인 

물음들은, 아직까지 인간의 의식을 완벽히 이해하는 일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인간의 DNA를 분석한 게놈프로젝트가 완성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의 의식 속을 다 들여다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그렇다고, 인간의 의식이 영원히 이해 불가능한 원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포기 할 필요는 없다. 

인간의 뇌과학과 육체에 대한 상관관계와, 그 의식을 통해 

표출되는 현상들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연구되고, 실제로 

심리학뿐아니라 인간의 행동성향이나 아이들의 성장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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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연구등의 분야에서 적용, 사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와 환경, 그리고 다른 인격체들에 대한 존엄과 

도덕적인 책임감에 기준한 소비자들의 의사결정권과 의식적인 

행동은 지속가능성의 추구를 위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환경, 

사회, 시장, 산업(비지니스) 총괄적인 개념으로까지 확대됨을 

이해하고, 디자이너들의 실험적이고 적극적인 프로퍼지션 

(proposition)이 요구 될 것이다. 또한, 사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동기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지는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되어야할 

항목중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도덕적인 의식에의 도전과 그것에 상응하는 행동에 관한 

연구는 흥미롭게도, 인간의 복종성의 연구를 통해 그 일면을 

들여다 볼수 있는데, 인간의 책임감과 복종에 대한 미국의 스탠리 

밀그램(Stanley Milgram)의 심리학 실험(1961~1962)은 분명 

우리에게 여러가지의 의미에서 복잡 다양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이 실험은 잘 알려진대로 규율에 순종적이고 

책임감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간의 특성과, 자유의지라는 인간의 또 

다른 특성이 상충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와, 인간의 무의식 

속의 행동결정에 무엇을 우선의 순위로 고려하는 지를 짐작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연구였음에 틀림없다. 물론 그것의 

방법적인면에 윤리적인 문제로 그를 대학으로부터 해고당하게 

하였지만 말이다. 

실험의 내용은 ‘권위에 대한 복종’(Obedience to authority) 

이라는 그의 저서에 설명되어 있는데, 두명의 참가자를 다른 방에 

넣고, 한쪽에서는 의자에 묶인채로 단어를 외우고, 다른 한쪽은 

단어의 학습자가 단어를 정확히 기억해내지 못 할 경우 전기충격을 

가하는 단순한 구조였다. 다만, 단어를 학습하는 쪽은 거짓으로 

꾸며진 전기충격에 자동적으로 비명을 지르도록 설정한 것이고, 

전기충격을 하는 쪽이 피실험자였던 것이다. 

피실험자는 4달러를 받는 것을 댓가로 실험에 참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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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볼트에서 450볼트까지 전기충격을 단계적으로 가하게끔 

되어있었다. 놀라운점은 학습자의 비명을 들은 피실험자가 

전기충격의 전압을 높이는 일을 고민할 때 실험자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말에 450볼까지 전기충격을 가했다는 것이다. 흰색 

가운을 입은 실험자의 권위와 얼마되지 않는 댓가 때문에, 

피실험자는 그들의 도덕성을 향한 자유의지를 잃어버린채 상황에 

복종하게 되고만 것이다. 

이 실험을 통해 드러난 인간의 이러한 특성은 물론 해석이나 

이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인간의 의식과 행동의 

이해에 어느 정도의 힌트를 주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방법하기 위해 

디자이너가 인간에 의식의 이해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기본적인 시작은 우리의 일상에서 무엇이 중요한것이며, 근본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식의 전환에서부터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기능적인 디자인의 발전이나 정책적인 

뒷받침이 존재해도 개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그것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계몽주의적인 사고에서 출발한 것인데, 

이기적인 개인주의의 현대인들의 모습을 전체론적인 시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슴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소개했던 플로우(flow)이라는 지적인 

각성의 상태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개념의 증폭, 

평범함 속 새로움의 발견이라는 의미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생각해보아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단순히 대상에 대한 상념의 지속적인 의미 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자체의 성장과 행동양식에까지 그 영향이 

닿아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시장의 소비자와 

제작자들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과 소비에 대한 잘못된 인식, 

사회적인 의식적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써 

깊이있게 연구하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도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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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시킬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 추구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의식의 변화에 대한 자극은 

분명 쓰레기 발생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수명이나 

기능이 끝나버린 제품에 대해서도 제2의 생명(second life)의 

부여나, 또 다른 기능으로써의 변신(變身)도 가능 하게끔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특별한 교육이나 트레이닝을 통해 더욱 

강화되며 우리의 일상에서 익숙한 생활속의 지혜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내용물을 다 사용한 유리병을 닦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는 경우라든지, 오래된 가구를 재활용해 새로운 느낌의 

가구로 재탄생 시키는 일이나, 헌 옷들을 수선해 전혀 다른 옷을 

만드는 일들 모두 이러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디자이너들이 다시 눈여겨 보아야 할 사실은, 이러한 

감정이나 사물의 가능성 발견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의식의 

관계만큼이나, 육체와 사물과의 접촉같은 신체적인 관계를 맺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완성된 

제품이나 사물이, 적절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가정하에, 

본래에 의도한데로 기능하며 작동하는 것은 기계의 특성이고 

사물의 본성이지만, 이러한 제품의 탄생과 함께 부여된 그 의미와 

뜻은 육체적인 오감(五感)의 접촉(시각, 청각, 후각, 촉각이 

중심적일 것이며, 미각은 아마도 매우 드문 경우 일 것이다)을 통해 

사용자의 경험과 관찰, 그리고 사물이 사용자의 육체나 행동적인 

특성을 반영하게 되면서 우리의 의식속에 재해석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디자이너들은 앞으로 그들이 소비자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어떠한 것을 제공 해야하는지에 대해 틀을 깬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져 할 것이다. 

 

단순히 시장의 트렌드나 리서치를 통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 내는 일을 비난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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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제품이나 사물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오감을 자극하며 동시에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교감을 

통해, 생산된 사물의 이야기가 오픈 엔드(open ended)의 구조로 

디자인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인간의 의식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되고, 디자인의 

영역이 보다 더 확대 된다면, 디자이너들은 생산하는 제품을 

기획하고 만드는 일을 하는 전문가로써라기 보다, 감각(sense)과 

감정(emotion)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커뮤니케이션과 사용자의 

진정한 니즈(needs)를 한발 앞서 예측해 그것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코디네이터나 혹은 의식의 계발이나 

유용성(usefulness)의 향상을 위한 트레이너의 의미로 그 역할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업무들은 

사용자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메뉴얼을 통해 그들의 의식 

전환이나, DIY가 보다 편리하게 될수 있는 플랫폼(flatform)과 

도구등의 개발과 그 안에 숨겨있는 미학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일에 

치중하게 될 것이다. 

사실, 디자인 선진국인 서구의 디자인 비평가들이나 CEO들은 이미 

미래 디자이너의 역할은 무언가를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주는 

역할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가와 상담가의 역할로 변화 할 것이라 예상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한 추측들은 이러한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한 총체적인 관점에서의 나온 예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속가능 디자인의 추구와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론의 

탐구라는 입장에서, 인간의 의식의 변화에 못지 않게, 기술의 

진보와 발전을 통한 변화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류의 문화와 사회가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통해 우리와 우리의 

환경에 무시 할 수 없는 영향을 받고 있으며,  문명 사회와 산업은 

분병 그것이 주도한 변화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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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디자이너들은 기술적인 발전에 촉각을 곤두세워 

어떠한 기술이 얼마만큼의 책임감 밑에서 사용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기술이 탄생하는 산업화의 배경과 그 발전은 이제 속도의 면에서 

불과 10, 20년전의 그것과 비교 할 수 없이 양, 질적인 면 

모두에서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다. 그 속에는 물론 인류의 

영속적인 안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도 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사라진 기술도 있었다. 인류가 에너지나 기술의 

사용에 따른 결과적인 예측을 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희생이 뒤따른 

기술도 있었으며, 그것의 탄생과 함께 수많은 목숨을 살린 의료, 

의학적인 기술이나 위험부담이 큰 일을 대신하는 로봇도 개발 같은 

기술도 있었다. 

그리고, 전쟁에서 보다 많은 사람을 죽이기위해 개발된 기술도 

존재했으며, 여전히 강대국들의 주도속에 무기 시장은 그 수익성을 

유지하며 기술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전쟁을 위한 무기 개발 

자체를 비난한 생각은 없다. 분명, 무력의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와 

균형의 유지는 세계의 힘의 논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이러한 인명을 살상하는 기술 중에서도 극악의 비인륜적인 

기술은 인간에의 도덕적인 존엄이라는 시점에서 지양(止揚)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기술이 태어나면서 부터 그 속에 선이나 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광산의 채굴이나 건설 작업중 목숨을 잃거나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던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이나 테러에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면성을 가진 기술 개발중, 어떠한 기술이 

지속가능 디자인을 추구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 할 수 있을까? 

태양열이나 수력, 풍력등의 대체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이나,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개발, 천연 자원의 재생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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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 모두 필수적일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을 육체적인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킬 기술, 근미래적 관점에서 노동에서의 

위험성 제거하거나 축소하는 기술 또한 필수적으로 개발될 것이다. 

지금의 태양열 발전시설의 비용은 화석연료를 사용으로 하는 

전통적인 전기에너지 발전시설에 비교해, 8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의 건설 비용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날씨의 변화나 기후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며, 6%에서 18%정도의 태양광의 에너지 

발전 효율성과 지나치게 많은 용적 시설의 규모를 필요로하는 

한계성등 기술적인 개선사항이 산적해 있다. 

 

 
(5) 에너지 소비 전력밀도와 재생 에너지 생산 비교 

 

 

바이오에너지(Bio-mass energy)라는 생물학적 발효공정을 통해 

발생되는 가스를 이용한 천연에너지 자원의 경우도 생활 쓰레기 및 

농공업의 쓰레기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현재의 에너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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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즉각적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미래의 

친환경적인 에너지자원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그 시설 설비에 

막대한 전체비용(경제, 에너지, 환경)과 거대한 규모에서 나오는 

비교적 낮은 출력밀도라는 비효율성의 단점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자원으로 쓰이는 고구마와 옥수수등의 식량자원과 목재 등의 

식물자원들을 대규모의 설비에서 지속적으로 경작함으로써 

발생되는 자연초지와 습지, 저지대 열림 삼림지역의 소실은 

비친환경적 환경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다. 

 

기업의 생산시설 속의 노동자들의 환경 변화를 위한 노력 또한 

지속가능 디자인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부문중 하나이다. 

소비자와 노동자의 건강에 무해한 소재나 재료의 개발, 생산 

프로세스중의 유해성 영향들에 대한 디자인의 문제 접근법과 

해결가능성 모색들은 작업공정 자체의 재정리와 논리적인 구조, 

인체공학적인 구조의 설비와 높은 수준의 안전장비, 근로자의 감정, 

의식 상태등을 이해는 피드백시스템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2010년의 청바지 사업의 경우를 보면, 리바이스와 H&M이 

금지하기로한 이후 많은 기업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는 

샌드워싱(sand washing)이라는 기법은 청바지 탈색, 데미지 

가공기법으로 압축공기에 고운 모래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제작의 

특성상 작업인부들의 규폐증, 호흡기질환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글라데시와 터키 노동자들의 증상의 추적을 통해 

밝혀진 이 제작 기법의 위험성은, 세계건강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위험직종으로 분류된 이후 레이져나 

사포가공등에 대체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의 많은 공장에서 

인부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인력으로 원인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한 

작업전반의 자동화와 로봇화의 가능성은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의 노동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우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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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가 분명 존재하지만, 이미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 전반에 

진행되고 있으며 부인 할수없이 우리 사회와 기술의 발전 

진행방향안에 포함되고 있다. 

고령화 되어가는 세계의 사회 구조와, 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산업기술의 발달에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 어떠한 환경에서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의 생산성과, 재정적인 이유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변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변화와 

움직임은 그 양면의 날을 가진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디자이너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모든 산업의 자동화가 지속가능 디자인을 위한 방법과 문제 

긍극적인 해답을 제시한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이것이 

가지고있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전제하여, 부작용이나 오류에 의한 

폐해 없이 산업전반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지금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사회와 환경을 바꿀 수 있는가는 디자이너의 몫일 것이며, 

그것이 이루어졌을때 우리 사회와 산업 환경에 가져올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은, 산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론으로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 A.I(Artifical Intelligence)와 로보틱스(혼다의 Asimo)의 연구 이미지 

 

 

(4) Table: Sustainable by design, Stuart Walker 2006: Page 38 

(5) Graph: 에너지란 무엇인가, 바츨라프 스밀 201: Page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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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의 실험과 관찰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속가능 디자인에 대한 접근법을 가구라는 

우리의 일상과 가장 친근한 사물의 개념에 접목하며 직접 실험하고 

그 결과를 관찰해보도록 하자. 

앞에서 언급했던대로 지속가능성을 디자인만으로 완성하는 일은 

분명히 쉽지 않다. 다만, 이론으로 다룬 개념을 실제로 현실적 

상황에서, 디자인적인 과정으로 적용하여 방법적인 문제점이나 

효과에 대해 고찰하고 개선점을 찾는 것은 중요한 과정중의 

하나일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디자인적 접근을 통해 주입된 사물이 

어떻게 사용자에게 의미되며, 본래 디자이너가 의도하였던 컨셉이  

온전하게 사용자에 전달되는 가를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진행되는 

논점과 방법론의 방향성에 좋은 단서가 될 것이다. 

 

실험은 기본적으로 2개의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으로 구성된 

독립적이며 동시에 합동적인 구성이 가능한 사물 A과 B의 제작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된다. 먼저 각각의 사물은 일상에서 우리가 

쓰고있는 가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수치를 빌려와 

구성되었는데, 사물 A의 너비와 깊이, 높이는 일반적인 책상의 

높이와 의자의 높이, 그리고 티 테이블(tea table) 혹은 커피 

테이블(coffee table)이라 불리는의 리빙룸 테이블에서 그 높이를 

빌려왔다. 그리고, 사물 B의 경우는 등받이가 없는 다소의 높이를 

가진 스툴(stool)에서 그 깊이를, 전형적인 책꽂이의 깊이에서 그 

너비를 빌려왔으며, 높이는 사물 1호와의 구성을 고려해 

제작되었다. 

실험의 방법은 이렇게 전통적인 가구의 구성적 사이즈에 기초하여 

제작된 사물 A와 B가 각각 혹은 합동적으로 구성되어, 그것에 

주어진 환경이나 일상의 인테리어(interior) 구조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며 변화되어 사물이 가진 기능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 그리고 사용자의 의식은 그 어플리케이션의 변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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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 무엇을, 어떻게 감지하는가를 관찰하는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이 구조물들이 가진 유동적 변화성과 형태적 

불완전성이 사용자에게 지속가능적 가치로 이해되어 사용자와의 

관계 설정 및 유지에 중요하게 관여하는 가의 여부와, 형태의 

변화로 인한 다기능적인 캐릭터와 정체성을 지닌 사물이 실제로 

지속가능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써 적절한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사물 A와 B의 도면. (제작 MDF, PP) 

 

단순하지만 다소 모호한 이미지를 가진 각각의 구조물은 전형적인 

일상의 가구가 가진 수치를 빌려와 형태적인 어색함 속에 일상의 

익숙함을 발견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사용자의 문화적, 환경적인 차이에 따라 낮설지만 익숙한 변화 

가능한 구조적 특징과 기능 전환의 폭은 달라지겠지만, 사용자의 

흥미나 필요성에 부합하기 쉬운 직관적이고 즉각적인 변화는 

실험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사물이 가진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론적 접근에 대한 검증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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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A의 환경적 변화에 따른 적용의 사례. 

기존에 있는 가구와 사물들과의 연계성과 환경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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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B의 적용사례와 A, B가 함께 구성되는 경우의 일부적인 가능성을 보여는 

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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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이 가진 형태적 특징과 기존의 가구에서 빌려온 사물의 구성 

사이즈는 역시 그것의 기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포인트이다. 

그리고, 그 기능의 변화에 의한 사용자의 사물에 대한 새로운 

기능적 가능성의 발견은 그 사물이 가진 사용자와의 관계성 설정과 

관계 유지에 분명 어느 역할을 하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실험에 참가한 참가자의 경우도, 실험물이 주어졌을때 직접 다양한 

방향의 전환을 시도하며 사물의 가능성을 찾아보려 하였으며, 각기 

다른 환경의 있는 실험의 참가자들 모두 자신이 위치해 있는 

환경속에서 어떻게 그 사물들을 적용할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였다. 일부의 참가자들의 경우는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에서의 활용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으며, 사물이 

가진 가구적인 특성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직접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 디자인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사용자의 니즈(needs)에 응답하여 사물이 가진 기능적인 변화를 

꾀하는 접근과, 사용자의 의식과 소통하여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형태적인 구조의 실험은 그것이 가진 가능성을 확인한 좋은 

기회였다. 다만, 그것이 가진 개념의 확장과, 사용성의 변화에 

기술적인 완성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다양성 확보는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결과되기 위해 고려해야할 요소들이라 생각한다. 

또한, 개체의 모듈화(modularization)를 통한 효율성과 신뢰성, 

자율성의 가치 역시 현실적인 지속가능 디자인의 방법론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료적인 특성이 가진 환경적인 영향력과, 제작생산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체적인 효율성, 시장에서의 비니지스적인 영향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 지속가능 디자인의 특성상,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만으로 지속가능성 위한 궁극적인 디자인의 원리와 방법론을 

이해하기는 분명 무리가 있다. 

다만, 지속가능 디자인의 방법론으로 가지는 발전 가능한 가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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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확인에 만족하고, 좀 더 개념적인 이해와 디자인적 접근 

만이 아닌 사용자와 환경의 이해도 포함한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접근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연구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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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디자인 매니페스토(Manifesto) 

 

이번 장에서는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증과, 

논거되었던 방법론의 설명을 정리하여, 디자이너와 생산자들의 기획, 

생산 프로세스 속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함을 추구할 수 있는지, 

의식적으로 고려해야할 요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먼저, 사물은 투명함(transparency)속의 비확실성(ambiguity)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사물에게 부여되는 의도된 비확실성에서 나오는 공백상태는 

사용자부터로 시작되는 심적(psychical), 감성적(emotional) 

에너지의 흐름과 육체적인(physical) 관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사용자 가진 의식과 행동의 패턴과 흔적(trace)이라는 

특성들을 받아들여 반응하여 아이덴티티를 갖게된다.  

이러한 무형의 사용자와의 공감(sympathy)은 사물의 존재성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자극하여 그것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물의 노화(aging)가 진행되어도, 노화의 

과정과 결과가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열쇠가 된다. 

이러한 비확실성은 사물에의 가능한한 최소한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부여함으로 가능해지며, 전형성(archetypal)에 의거한 형태적 

수렴보다는, 추상적인(abstract) 이미지의 구성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특성은 또한 사용자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주관적인 의식, 육체적인 개별성에 따라 다르게 의미되어 

결과되는데,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의미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형태적인 표현만으로 시도되는 추상적 비확실성은 그것에 의도한 

의미전달에 있어서, 비확실성안에 내포하고 있는 양면의 얼굴인 

공허감(emptiness)이나  허무(nihility)로 변질되어 사용자의 

감정이입을 힘들게 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의미로 전달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스커뮤니케이션(miss 

communication)을 방지하기 위해 디자이너는, 비확실성에 부여된 

의미함(signify)이 사용자의 의식에 절묘하고 섬세하게 작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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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그 투명함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하는데, 이것은 

유저(user)의 문화적, 환경적인 차이에 따라 기호과 심볼이 

의미하는 내용에 의미 차이가 존재 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한 

표현성에서 비롯되며, 형태적인 특수성과 보편성, 문화 연구등의 

인류학적인 이해와 연구가 그것의 추구함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의식의 흐름을 유도해 감정적 교감이 가능하게 

하는 추상적 비확실성은 적절한 코딩(coding)의 과정이 필수적이며, 

함축되어 있는 그것의 표현함에 있어 투명성을 부여해 불필요한 

혼선이나 선입견을 갖게 할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여야 한다. 

불확실성이 가지는 미학적 형태의 실험은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이라는 흐름 속의 현대 예술에서 그 가능성이 자주 

시도되었는데, 우리 의식 속의 촉매작용으로 발현되는 그 가치는 

현대 디자인의 미학적 재구성에도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하고있다. 

 

두번째로는, 사물이 가져야 할 유연성(flexibility)과 다양성 

(multiple aspects)이다. 

이것은 첫번때 언급했던 비확실성(ambiguity)과도 일면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감정적인 사물과 추억을 증인하는 사물은 우리에게 

분명 특별한 존재이며, 설사 그것이 마켓에서 다른 제품과 같은 

형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여러 단계에 있어 그것의 

소유자를 반영해 탄생하는 독특한 가치는 여타의 제품들과 차별성 

가지게 한다. 이러한 요소는 물질적인 구조의 변경이 없이 사용자의 

의식의 흐름과 관찰에 의해 발견되며 응용 가능한데, 디자이너는 

수용적이고 제안적인 구조의 태도를 사물이 가질 수 있게끔 

디자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물의 기획된 구조 변화를 통해서도 물론 이러한 

유연성과 다양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주로 추가적인 기능의 

변화나, 사용자의 요구와 필요에 응답하는 구조를 가짐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고도의 기술적인 접근이나 방법이 

필수적인것 처럼 보일수도 있으나, 사실은 기술적인 특성이나 

다기능성(multi-function)만이 이러한 특성을 완성한다고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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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 

기술적인 낙관성(technological optimism)이라는 시점에서 적절한 

기술의 활용과 업데이트(update)가 사용자의 상태에 따른 편의나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모든 실험적인 과정이 성공을 거두고, 

가치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개발을 위해 소비 및 

낭비되는 자원과 시간의 비효율성 역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지속가능 디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탐구 정신과 새로운 기술적인 접근법만이 

유연성과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님을 인지하고, 

현존하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사용자의 상태와 변화에 따라 

반응하는 사물의 가능성을 이끌어 낼수 있도록 디자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물의 개별성안에 포함된 다양성은 사용자의 흥미와 

기쁨이라는 긍정적인 기대에 부응하여, 지속적인 재발견을 

가능하게 하며, 그것에 동기(動機)한 지속가능성을 유도 할 수 

있게끔 한다. 

덧붙여, 궁극적으로 디자이너의 의도성에서 자유롭게, 사용자에 

의해 제품의 의미나 가능성이 변화되고, 완성 되는 

어포던스(affordance)의 개념은 1차원적인 사물의 해석의 

다양성뿐아니라,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해체나 물질적인 구조 

변경의 개념도 포함하여 사물이 가진 지속가능성을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재활용의 방법중 업싸이클링(upcycling)의 개념도 이러한 현실적인 

이용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A라는 

사물이 가진 기능적 특성을 B로 바꾸기 위해, 사물의 물질적 

특성을 주관적인 직감에 의해 해석하여 재구성, 커스텀 

(customize)등의 재생산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것은 디자이너에 의해 기획된 기능적인 가능성 보다는, 사용자의 

관찰력이나 특정한 능력, 기술등을 통한 사용자 중심의 유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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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수 있겠지만, 사용자 중심의 

해석에서 사물의 유연성이 발현되도록 하는 디자이너의 사려깊은 

배려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무한 정육면체가 가진 끝없는 가능성의 수(數)처럼 

사용자로 하여금 끊임없는 사물의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하는 

이러한 유연성과 다양성은 곧 사물의 수명(longevity)으로 직결될 

것이다. 

 

세번째로 지속가능 디자인의 추구함에 필요 조건은 바로 

윤리적(ethic) 책임성이다. 

자본주의 기업의 생리적인 구조 속에 도덕, 윤리라는 단어의 의미는 

공리주의(utilitarianism)로 대표되는 기업윤리속에서 행위의 

정당성과 책임성이 결과론적으로 해석되어, 누구를 위한 결정이며, 

누구의 행복인가?라는 상대적인 해석의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이윤추구를 위한 지구환경에의, 인간에의, 비도덕적인 행위는 

정의(正義)를 모호함속에 가려져 지속가능성의 추구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디자이너들의 역할 역시 이러한 영향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사회, 

환경적인 책임감을 도외시 하는 일에 일조 해왔음을 인지하여야 

할것이다. 

특히, 의식없이 진행되는 기업체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생산, 

무의미한 소비를 촉진하는 디자인의 결과로 나타난 우리의 일상을 

뒤덮은 쓰레기의 홍수는, 분명 언젠가 인류에게 들이닥칠 심각한 

피해를 예고하고 있다. 

시장의 변화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해온 소비문화와 그것의 강화에 

주력해온 디자인의 특성은 도덕적인 의사 결정에 있어서 늘 무력해 

왔지만, 현대의 의식적인 소비와 건강한 사회 성장을 추구하는 

지속가능 디자인의 철학과 맞아 떨어져,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으며, 디자이너들이 이러한 변화에 고려해야 할 

책임감은 먼저 제품의 기획과 생산, 그리고 기능이 다한 

이후까지의 모든 여정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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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소재, 재료의 선택이 어떠한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노동자의 인권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생산방법이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지, 생산과정에서의 유해물질 생성 정도와 상품의 판매, 

공급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제품의 

수명이 끝난 후에 사회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수명이 

끝난 제품의 수거와 재활용은 보장되어 있는지, 재활용의 과정중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과 환경적인 영향은 없는지 등등이 

고려되어야할 것이며, 만약 그안에 어떠한 악의적인 요소가 

발견되면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책임의식에서 결정된 과정들이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전달되고 노출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단서를 제공해야 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것은 

시장이라는 경쟁적인 공간의 특성상 지속가능한 상품의 수익성이 

생산업체에 어필하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비지니스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성장 가능성에 한계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며, 

겉치레의 전략적인 지속가능성을 호도하는(misleading) 제품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함에도 있다. 

정책적인 기준과 관련 법규의 제정으로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도 가능하겠지만, 마케팅의 전략적 일환으로 사용되는 

불투명한 친환경적 이미지의 제품들의 시장공략은 분명 또 다른 

디자이너의 책임의식과 자가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가 역설 하였던 도덕적 

의무는, 모든이들이 그들의 도덕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때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의무가 있음을 뜻하는 것인데, 그는 행위의 결과 

자체가 의미하는 중요성 보다, 선함과 미덕에 의한 의지, 동기 

자체가 도덕성을 판결하는데 있어 중요하며, 주관적이지 않은 

보편적 관점에서 요구하는 도덕적인 의무를 통해, 자신의 선의지의 

순수성 투영해 보아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인 가치 판단의 의무는 분명히 지금의 기업체들과 



82 

 

디자이너들이 고려해야 보아야할 가치가 있으며, 그들의 선의지에 

의한 행위는 지속가능성을 연구하는 자세로써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 디자인의 추구함에 있어, 도덕적인 

의무에 의한 선의지가 선행되었다면, 어쩌면 그 방법론에의 제한은 

무의미 할지도 모를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속가능 디자인은 인간의 본질적인 필요(intrinsic 

need)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유무형의 가치의 재평가를 

통해 인류의 안녕(安寧)을 추구함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보존과 다음 세대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편향적인 물질적 가치의 추구가 아닌, 균형적인 

도덕적 가치의 추구 역시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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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디자인 Manifesto 

 

Inject intended ambiguity on things 

의도된 비확실성을 주입하라. 

 

Include flexibility and multiple aspects in design 

유연성과 다양성을 디자인에 포함하라. 

 

Make things reflect the users not only physical, but psychic, 

emotional 

사용자의 육체적, 정신적, 감성이 사물에 투영 되게 하라. 

 

Recognizable, understandable, but not tedious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해 할 수 있게, 하지만 싫증나지 않게 

하라. 

 

Maximize affordance, Minimize waste 

어포던스의 최대화, 쓰레기의 최소화. 

 

Trigger user’s interest, pleasure 

사용자의 흥미와 기쁨을 유발하라. 

 

Recycle for Upcycling rather than Downcycling 

재활용은 다운사이클 보다 업싸이클. 

 

Being ethical to everyone involved it 

그것에 연관된 모든 이들에게 윤리적으로 대하라. 

 

Intend goodness, even it ends 

제품의 수명이 다하여도 선하도록 의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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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ility of product shall be opened to anybody 

제품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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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린 선전주의(Green Propaganda) 비판 
 

 

프로파간다(Propaganda)에 의한 희생 

 

전 장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놓은 지속가능 디자인을 위한 전제 

조건의 이해들과 그것의 방법론은, 실무의 현장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들을 위한 일련의 이론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을 뿐,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의 절대적 현실성과 객관적 

보편성을 모두 완벽하게 포괄하고 있다 말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그 안에서 디자이너들이 취할 수 있는 능동적인 움직임과 

그것의 방향성, 주어진 일을 대하는 자세 및 태도적인 변화에 대한 

본질적인 논지는, 주관적인 해석과 의식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수 

있겠지만,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디자이너들이 지속가능 디자인을 추구함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현실적인 맹점들과 반드시 의식하여 견제해야할, 

폭넓고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지속가능성안에 숨겨진 

함정과도 같은 논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이것은 주로 지속가능성의 정의를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함으로부터 발생하며, 때로는 의도적인 전략적 선택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는데, 기업체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개인의 

양심이라는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나 현재의 시장에서 우리에게 쉽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녹색 혹은 그린(green)이라고 하는, 지속가능 디자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안타깝게도 많은 함정이 

숨어있다. 

친환경, 녹색이라는 단어가 시장에 등장한 이후로 이것이 

소비자에게 호도(糊塗)하고 있는 것은 사실 소비자들의 의식 

속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작용한다. 사실 각종 미디어나, 

정보매체를 통해 많은 대중들에게 노출되어지는 ‘녹색’의 이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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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파괴나 생태계 변화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정보나 

프로그램등을 통해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동시에 전달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나 과학자, 특정 기술자들이 등장해 현상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들은,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현실성과 우리의 실제 실생활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미약한 연결점 덕분에 우리의 의식 속에 정확한 현실의 

문제점이 투영되어 인식하도록 하기 쉽지 않은 경향이 있다. 

또한, 기업체나 일부 생산업체에서는 시장효과를 노리고 

전략적으로 그린(green)의 이미지메이킹 제품들을 출시하기도 하고, 

일부 지적된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적인 제품들, 그리고 매체를 

통해 공개된 문제점들에 직,간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상품들의 개발, 

생산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그린 이미지메이킹을 통해 생산된 

상품들은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그것의 특성과 효능에 대해 

전반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보다는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제품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 

제품의 제작과 생산공정, 상품의 사용 후 발생하는 환경적인 

영향같은, 전체적인 제품의 성격과 작용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자료나 설명의 제시에 미온적인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제품들을 소비하는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이해와 

의식이, 이러한 모든 과정과 현상에까지 미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상품에 적힌 소위 친환경, 녹색이라는 단어는 

그것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그것이 환경과 자연을 생각한 

의식적인 소비이며,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일종의 

해답이라는 그릇된 막연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 상품이 어떠한 본질은 가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채, 

그린(green)이라는 상품의 이미지, 즉 마케팅 내지는 패키지에 

붙어있는 마크등만을 통해 소비자에게 그것의 아이덴티티가 

함축되어 전달되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소비자 보호단체나, 시민 단체등에서 거짓, 허유광고 상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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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감시나 관찰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제품의 기획과 생산, 

그리고 그것의 수명과 사용 후, 사후의 영향력까지 계산해 내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며, 모든 정보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달하는 

일과 그것을 이해시키는 일에는 현실적인 제약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과연 나무로 제작된 컴퓨터 키보드와 마우스가 지속가능한 디자인이며, 친환경적인 

제품일까? 

 

 

실제로, 이러한 녹색의 옷을 입고있는 상품들의 대부분은 

생산업체들이 시장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선전을 위한 일종의 

프로모션(기타 경쟁상품 보다 한가지 더 나은 세일즈 포인트)으로 

사용될 뿐이며, 판매 가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패키지의 

경우 대부분이 재활용 가능이라는 허울좋은 마크를 하나씩 달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소비된 패키지, 포장지들이 재활용은 극히 

미미하며, 어떠한 자원이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기업의 보고나, 발표 또한 찾아 보기 매우 힘들다. 

또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상품의 가격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패키지의 경우, 일반적인 스낵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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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의 포장재는 가격의 30~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료수의 

경우는 60~70%까지의 비용이 용기에 부과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게 재활용의 마크를 달고 나온 패키지 자원의 대부분 

그대로 소각장이나 매립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소비자의 입장 뿐만아니라 자원 효율과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비용의 손실이며, 낭비이다. 

 

이러한 지속가능 디자인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 문제적인 현상은 

녹색의 이미지를 직,간접적으로 사용해 소비자들의 의식 

사각지대를 노리는 상품들의 경우뿐 아니라, 재활용된 소재를 

사용하였음에도 그것을 밝히고 있지않는 제품군들과, 친환경이라는 

단어의 이미지와 일면 연관성이 전혀 있어보이지 않은 시장의 

대부분의 상품들 속에도 숨어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생물학적 발자취를 남긴다 알려졌으며, 재활용이 

손쉬운 유리병의 패키지 사용하는 상품들, 재활용이 가능한 PET 

음료수병, 재활용이 가능하다 적어놓은 수많은 플라스틱, 종이 

소재의 패키지들, 발포스티로폼을 대체한 재활용 펄프소재의 

충전재(filling), 목재가공을 통해 나오는 나무조각들을 재사용한 

MDF, 콩이나 옥수수등 천연식원등에서 추출한 프린팅 잉크등 

겉보기엔 일면 그럴듯한 녹색의 옷을 입고 있는 대부분은 것들은 

단편적인 해석만으로, 종합적인 해석을 무시한채 ‘재활용’이라는 

면죄부 하나 아래 자원의 낭비와 소모를 이어가고 있다. 

이것은 자원의 사용이나 관리에 일부, 단면적인 이해와 해석만을 

통해 그것의 친환경성을 결론짓기 때문이며, 디자이너들은 그것의 

조율과 전체적인 영향력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효과와 통합적인 

시각을 동시에 갖출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유리병이 가진 친환경적 자원의 특수성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무게로 인해 상품의 수송과 운송중에 더 많은 

Co2발생량과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량 증가에 기여에 한다는 

사실과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MDF의 제작에 사용되는 



90 

 

접착제에는 유독성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재활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진 식물에서 추출한 오일을 사용하는 

콩기름 같은, 친환경 잉크등은 사실 석유를 원료로한 기존의 

화화적 추출물의 잉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석유추출 자원을 

필요로하며, 또다른 유독성 물질들의 흔적들을 남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활용마크가 붙어있거나 녹색의 옷을 입고 있는 제품들로 가득찬 

시장을 한번 둘러보면, 마치 우리의 세상은 이미 지속가능한 

사회에 많이 다가와 있다는 착각이 들곤한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지 또 다른 형식의 낭비적인 소비와 단편적인 

해석에 의한 프로파간다(propaganda)일뿐,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이해와 해석을 통한 방법의 추구가 요구되는 지속가능성과는 

거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의 반대편에는, 환경론자나 생태계운동가와 

같은 인류의 개발, 산업 활동에 영향을 받아 변해가는 환경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화석에너지 사용의 절대적인 제한과 대체자원에 의한 

사회적 구조의 변혁을 추구, 정치적인 요구를 하고 있으며, 산업 

활동에 소모되는 자원의 사용과 환경 오염물질 배출등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규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으며, 시민 단체로써 

대응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들에 활동의 목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것들로는 산업활동에 

소비되는 천연 자원과 그것에 의한  환경오염, 자연의 개발에 따른 

생태계의 파괴, 멸종 동식물의 보호등이 있으며, 기업체들의 

생산활동에 따른 생물학적 발자취와 공장등에서 발생되는 

Co2발생량 등을 정치적으로 제재 해야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그리피스같은 국제적인 환경단체의 경우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적인 활동으로 국제사회에 그 영향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으며, 국제적인 비지니스의 변화에도 일부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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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모든 활동이나 정치적인 움직임이 반드시 

사회의 지속가능성으로 연결되거나, 우리의  사회가 추구해야할 

방법론으로써 미래지향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현대적 사회의 건설이나 산업화가 채 완성되지 

않은 제 3세계에는 가혹하다고 할 수 있는, 기초 중공업과, 산업 

발전에 필수적 에너지원인 저렴한 석탄, 오일등의 전통적인 

화석에너지 사용을 제한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대체 에너지만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일은 도덕적인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정치적 배경이나 국제적 

이해관계의 계산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사용이나 Co2의 방출량등에 대하여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제재의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객관화된 자료나 

조사등을 통해, 국가별 발전 정도와 제정 상태등을 고려한 차등의 

원칙에 의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아프리카 등지의 제 3세계의 에너지 빈곤의 현황을 

살펴보면, 그들의 사회 구조 속의 산업 활동은 에너지 자원의 

부족과 비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의 구조에 시달리는 극빈의 

제한적인 상태이며, 국제적 정치의 제휴에 의하여 화석 

에너지(석유자원이나 천연가스등)의 사용 대신 태영열과 같은 대체 

에너지의 사용을 재촉당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에 1, 2달러 이하의 생활비로 생활을 하는 빈곤자들이 

약 39억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난한 제 3세계의 

국가들에서 선진국에서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고비용의 대체 

에너지 자원만을 통해 산업발전의 효과를 기대하는 일은 

비현실적인 발상이며, 실생활에서의 에너지 부족현상은 인간으로써 

누려야할 마땅한 문명의 혜택마저도 빼앗아버리고 있다. 

 

실례로, 실내 취사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나 저질석탄, 가축의 

분(糞)에서 발생하는 스모그는 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빼앗아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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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많은 수의 인명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그들 국토 90% 

이상, 대부분의 지역은 전기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의 사용이 필수적인 병원이나, 공공시설, 교육기관의 경우 

태양열을 이용한 자가발전 시설등을 통해 극도로 한정된 양의 

전기만을 공급 받고있다.(약 16억 이상의 인구가 전기를 사용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곳에 사는 대부분의 이들은 

밤에도 책을 읽을 수 없으며,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 할 수도, 

인터넷은 물론이고 TV나 라디오를 보거나 들을 기회조차 없는 

것이다.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상의 

하루가 계속되고 있으며, 그들은 그것을 변화시켜 나갈 여력조차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의 보호와 공정한 기회의 평등이라는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현실적인 실상을 이해하지 못한 

무조건적인 제한의 조치와, 이율배반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정치적 

결정에 따른 움직임은 또 다른 종류의 프로파간다 

(propaganda)라고 할 수 있겠다. 

 

 
아프리카와 인디아의 일반적인 Indoor Cooking 내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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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에너지 위기라는 단어는 제 3세계의 국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고유가의 시대가 찾아오고, 반세기내에 화석 에너지 

자원이 고갈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 막대하게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의 수요에 못미치는 공급이 일정기간 지속되거나, 그 

수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경우, 또한 효율적인 대체 에너지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할 경우에는 생산업 중심의 산업 

활동을 성장의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 뿐만 아니라 

선진국가의 대분분에서도 심각한 에너지 결핍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이것은 전세계적인 혼란과 재앙이 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예견은 이미 과학자나 전문가들에 의해 꾸준히 지적되오고 있는 

사항이며, 이미 그 징후는 북미지역과 동아시아 지역등 세계의 

곳곳에서 발생했던 정전사태나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는 전기 

사용량의 증가등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러한 혼란과 재앙을 피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성을 

느끼며, 다가올 에너지 부족의 시대에 대한 대비와 대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의 핵심적인 

발상의 시작점인 지속가능성의 중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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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믿음에 대한 비판(Criticism on Myth) 

 

비판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평가의 가능성이라는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주제에 대한 옳고 그름을 분석하고 그 본질적 

가치에 대해 평한다는 의미에서 건강한 의식과 사고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속가능 디자인을 방법하기 위한 일반적으로 

고려되었으며, 디자이너들이 견지(見地)하여 왔던 기존의 방법론중 

잘못된 믿음에 대한 비판은 기존의 사고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회를 가지게 할 수 있으며, 더 나은, 보완된 

지속가능 디자인의 추구에 건강한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먼저, 디자이너들이 가지고 있는 지속가능 디자인에 대한 잘못된 

믿음 크게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알려져있는 

방법론들에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 자세보다는 디자이너 스스로 

자각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알맞은 방법론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프로세스의 

변화나 제조, 생산 과정의 변화에서부터, 디자이너의 주관적인 

사고(思考)의 연장(延長)과, 의식의 전환에까지 심층적인 도전의식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제일 먼저 지적되어야할 사항은 재활용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다. 

리싸이클(recycle), 즉 재활용에 대한 디자이너와 생산자들의 

잘못된 믿음은 새로운 지속가능 디자인의 방법론 개발과 발전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물론, 그것이 가진 부분적인 

효용성과 자원의 재사용이라는 효율의 증가라는 측면은 어느 

정도의 자원사용의 절약을 기대 할 수 있지만, 재활용이 

근본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쓰레기의 활용이라는 개념은, 쓰레기의 

방출자체를 제한하도록 해야하는 지속가능 디자인의 기본적인 

의미론과 상충(相衝)되며, 또한 재활용의 잘못된 해석은 무책임한 

생산과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변명으로써 모든 책임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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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할 만능열쇠로 사용될 가능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활용을 포함하고 있는 생산의 구조속에 필수적이라 할수 

있는 새로운 자원과의 혼합, 자원의 정제(精製)과정과 재가공 

과정은 지속적인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종이, 목재, 플라스틱, 고무, 철제 그리고 대부분의 가공되지 않은 

원자재들은 이미 초기에 정제의 과정을 통해 생산재로써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초기 자원의 사용과 별개의 목적을 위해 

재가공되는 재활용 자원은 이상적인 자원의 순환과는 분명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재활용 용기의 수거는 비효율적인 자원의 순환을 가속화시켜, 결국 

재활용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은 최소화하되며 단순히 또 다른 

형태의 자원, 에너지 소비로 전환될뿐이다. 

구체적인 예로, 일반적인 상업용 생수병의 제작에 사용되고 있는 

PET의 경우 초기가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료적인 특성은 

재활용의 과정에서 일부 잃어버리게 되며, 같은 용도의 물병 

제작에는 다시 쓰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물론 

사용자에 의한 재료의 변화나 안전상의 이유도 있지만, 재료가 

가지는 상업적인 가치를 재활용의 가공과정에서 잃어버리는 이유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북미의 물병 소비량에 상대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PET의 재활용 비율은 아래의 도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생산된 PET제품 대부분의 경우가 

효율적으로 수거되거나 재활용 되지 않고있고, 미국의 American 

Plastics Council의 자료조사에 의하면 대략 한해 사용된 

PET사용량의 80%정도가 그대로 소각되거나, 매립지에 그대로 

버려지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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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래프는 재활용이 약속한다고 생각했던 자원의 절약과 

에너지의 사용에 대한 지속가능적 가치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재활용에 대한 이러한 불편한 진실은 디자이너와 

생산자들이 그들의 활동과 행위에 반드시 인지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덧붙여, 전세계에서 2억리터 정도의 판매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생수병의 생산업들은 한 해 4천5백~5천만 베럴의 

오일을 사용하고 있으며, 3톤의 Co2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수돗물이(과학적으로 입증된 식수로써) 

소모하는 양의 천배가 넘으며, 미국 전체가 2.5일동안 사용하는 

오일소비의 양와 같다고 한다. 

 

우리가 편의점이나 상점에서 손쉽게 사서 마시는 생수병의 

밑바닥이나 라벨이 부착된 곳을 들여다보면, 재활용의 마크가 

선명하게 붙어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마켓에서 만나는, 

디자이너와 생산자의 협소한 인식과 이기적인 사고에 의해 태어난, 

세련된 모양의 맑고 깨끗해 보이는 대부분의 생수병들은 이러한 

자원과 에너지의 소모를 통해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것이며, 그것이 

가진 극히 일부의 자원적인 가치만이 소모되어져 다시 우리의 

환경을 더럽히게 될 것임에 안타까울 뿐이다. 

또한, 효율적인 자원의 수거, 재처리 과정을 위한 디자이너의 

시스템적인 커다란 그림의 설계와 생산자의 기술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소비자의 의식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물론,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며 그것의 구성에 적응하는 소비자들의 

행동유도가 일차적으로 선결(先決) 되어야하는 것임에 틀림없지만, 

강제성에 의한 것이 아닌 개별적 의식의 참여에서 나오는 행동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원의 사용량과 재사용의 효율성에 대한 잘못된 믿음은, 소재의 

발달에 대한 경우를 통해서도 비슷한 경우를 찾아 볼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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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 소재라고 알려진 광학적, 생학적 자연분해가 가능한 

분해성 플라스틱의 경우, 자연적 분해의 가능성이라는 특성은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가능성의 서술일뿐, 실제로 자연의 환경속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분해되는가와 그것을 위해 걸리는 시간, 자연의 

야생 동물들에 미치는 영향등은 아직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고 

있으며, 충분한 산소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매립지의 

환경에서 2~5년 사이로 알려진 분해기간에 대해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있는 사실을 생각하면, 필연적인 

쓰레기의 발생과 그것의 효율성에 대해 아직 객관적인 증명이 채 

끝나지 않은 자연분해성 소재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기업체와 리테일러(retailer)에게 지속가능성의 잘못된 

이해와 결정을 내리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은 소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 디자인을 추구함에 있어서 디자이너는 

생산과정과 그것에 쓰이는 자원이나 소재 선택뿐 아니라 

생산과정의 이외에 소비되는 에너지와 자원, 생산이후 제품의 

운송이나 마케팅에서 소비되는 자원과 그것이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등 총괄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계산이 요구될 것이다. 

 

두번째로 고려해 보아야할 지속가능 디자인을 추구함에 있어서 

잘못된 믿음은, 대체 에너지 자원에 대한 섣부른 판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방식의 자원이나 기존의 에너지 

사용구조에 즉각적으로 대체 할 수 있는 자원이 개발되어, 기존의 

에너지 구조에 어떠한 충격없이 적용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나 

기술에 대한 환상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기술적인 

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에너지의 개발은 지속가능성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써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대체 에너지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었다 

하여도, 그것의 제조 및 가공의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의 

이윤추구와 끝없는 경쟁의 시장 논리속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자원 

착취가 예고되고, 그 에너지의 사용후 나타나는 환경 오염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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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나 재가공등에 대한 문제에 완전한 해결책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점이며, 그 대체된 에너지의 사회적, 산업적 적용 

또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그 대체 에너지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과 그 에너지의 사용에 

의해 환경에 미치는 총체적인 영향력에 대한 해석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알려진대로 태양열을 이용한 대체에너지는 태생적 환경에 의한 

불안정성, 에너지의 저장, 악명높은 고비용의 저효율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태양열 발전의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한 1985년 당시 와트(watt)당 약 $7정도였던 전기생산 가격이, 

2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장소와 태양의 일조량에 따라 

변하지만, 평균적으로 와트(watt)당 약 $4~6정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하듯이 생산업체의 

구조적, 기술적인 이유를 극복하고 $1이하로 가격이 내려가고 있지 

못할 경우 대체 에너지원으로써 산업과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일부를 대체 할 

목적으로 개발된 개인용 태양열 에너지의 경우 선택적으로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체 

에너지 사용의 일부분 일뿐이며. 주택의 지붕등의 비교적 협소한 

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매우 한정적이며, 공장이나 

생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석연료나 천연가스만큼의 저렴하고 효율적인 공급과 저장, 

관리등이 필요하다. 

풍력 발전의 경우도 더욱 제한된 시설적용, 구조적인 문제, 

지속적인 사용성을 보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에서, 

태양열 발전의 경우보다 더욱 발전된 형태로 진화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여전히 그것의 사회나 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생산적인 에너지수급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기술적인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뚜렷한 발전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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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책적인 합의나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 기업체들에게 대체 

에너지를 사용 할 것을 적극 권고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선진국이나 개방도상국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제 

3세계에 까지 적용될 경우에 그 파장은 매우 심각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대부분의 가난한 제 3세계국들은 여전히 

대부분의 인구가, 지구전체 인구의 절반정도인, 전기 에너지의 

헤택을 전혀 받고있지 못하며, 사회 및 산업화의 발전 과정에 

부족한 에너지 자원은 개개인의 생활권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를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별 차등적인 대체 에너지의 사용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것은 

공업화나 산업화가 끝난 선진국에서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이다. 

 

 

 

 

 
필리핀에 위치에 있는 대형 태양열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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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에너지의 사용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물론 새로운 소재의 

개발이나 효율성의 증대등 기술적인 발달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이라는 시점에서의 ‘more with less’, 최소로 

최대의 것을 추구하는 정신(consciousness)이 변해가는 과도기의 

사회, 산업속의 디자이너들에게 필요 할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 디자이너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며, 

그 변화에 어떤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것을 현실속에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행동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그저 환경과 기술이 변화하는 것을 기다리며, 수동적인 

태도로 따라가기 만하는 디자인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세계속, 

사회, 산업에서 분명 그 한계성을 드러낼 것이다. 좋은 디자인이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중, 새로움과 혁신의 추구는 타당한 

탐구와 실험을 바탕으로한 모험적인 시도와 인간과 사회에 

긍적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갈수 있는 목표의식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가올 시대의 디자인은 산업과 사회의 

변화에, 모든 각도에서 긍적적인 지속가능성의 원리와 시대의 

변화를 낙관적으로 이끌어 나갈수 있는 커다란 밑그림을 제시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디자이너들이 지속가능 디자인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론중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思考)는, 

지속가능성이 포함하고 있는 통합적인 개념과 다각적인 시점에서의 

분석이 마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와 기술의 습득에 의해서만 

가능 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여태까지 언급되었던 지속가능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명(明)과 그것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과 여전히 비확실한 그 가능성의 그림자와 같은 

암(暗)의 대조적인 논점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지속가능성은 이미 

그 안에 상대성과 상충성적인 개념들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제품의 기획과 생산, 공급, 소비를 통해서 그 삶이 마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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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까지 모두 계산하고, 정리하여 그것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 

에너지의 낭비를 막아 쓰레기가 생산되는 일을 막는 것은 

객관적이고 데이터화된 자료의 통계와 추적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 

일것이다. 하지만,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는 불확실한 현실의 분석과 

예측이라는 3차원의 형이상학적 역학관계를 이해해야하는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하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의 투자가 필요로 할 것이다. 

사실, 과학적인 이론, 물리학이나 수학등에서 사용되는 우주의 원리 

같은 객관적 사실들, 예를 들면 지구의 중력, 자전, 공전, 시간의 

개념이나 표준화된 수치와 단위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객관화된 

기준을 통해 사물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고, 정의 하는 일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도 모르며, 주관적인 인지력과 

감각기관들을 통해 의식구조밖의 존재감을 느낄수 밖에 없는 

인간에게, 세상(world)이라는 끊임없는 변화(flux)로 가득찬 

흐름속에서 객관화라는 진리(truth)의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한것 일런지도 모르겠다. 

그런 의미에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정보와 기술을 통해 

지속가능의 디자인을 완성하는것 역시 가능한것인지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지속가능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의 전부, 인간의 모든 행위와 의사결정은 과학적인 측정과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 결정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통합적인 기준의 정립(正立)과 단위의 설정등을 

포함하며, 사용자와 제품과의 관계, 더 나아가 인간의 감성적인 

판단 기준 또한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간단한 예로, 대비를 통해 쉽게 인지되는 ‘뜨겁다’와 ‘차갑다’ 같은 

감각적인 표현을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차가운것인지, ‘어둠’과 

‘밝음’은 얼마나 어떻게 어두운지, 실제로 얼마나 밝은 게 

느끼는지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인 의식과 감각을 구체적인 수치의 

개념으로 정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지속가능 디자인의 추구에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통한 

접근법이 이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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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더욱 심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뇌과학과 인지과학의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상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는 실제로 제품의 생산과 제조등에 소모되는 

자원과 에너지에 대한 적절한 기준의 설정과 각각의 모든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치수화 할 수 있다. 

다만, 생산된 제품과 사용자와의 관계점 설정과 그것의 수명, 

제품이 상품으로써의 가치가 끝난 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 

객관적인 수치로 자료화 하는 것은 여전히 미결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현실적 타당성(feasibility)의 결핍으로 인해, 

근미래에 이론적으로 완전무결한 방법론이 현실적으로도 완성되는 

것은 결코 쉽지않아 보인다. 객관적인 정보와 과학적 측정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시도도 필요하겠지만,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일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디자니너들에게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하나의 사물의 가치가 가진 수명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지속가능성의 정의와, 그것의 현실적인 추구는 주관적 직관에 

의한 현상학적인 해석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마주치는 사물들과 매일같이 사용하는 

물건들의 관찰은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는데 좋은 단서가 될 수 

있는데, 인간의 의식에 투영되는 거의 대부분의 사물은 그것의 

소유자, 사용자에게 무언가의, 어떠한 의미(signify)로써 인식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으며, 이러한 심적인 동조(psychological 

sympathy)의 현상은 대게 사회적으로 동의된 상품이 가진 가치의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인 물건의 구입(purchase)과 동시에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얼마나 미묘하며 작용하며, 

외부로부터의 영향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얼마나 많은 자각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측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다만, 어렴풋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인적인 재해석과 주관적인 경험과 

느낌이라는 감각을 통해 그것의 확인 할수 있을 뿐이다. 

10년간 사용한 의자가 1년간 사용한 컴퓨터 중 어느 것이 더 

가치있는 것이며, 3년전에 산 침대과 어저께 구입한 아이팟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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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이 더 의미있는 것인가는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와 판단, 주관적인 

직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우리가 인지하는 감각들의 정의 또한 

그 정도와 깊이이 따라 수만에서 수억의 차이가 존재 할 것이다. 

또한, 그 사물이 나에게 현재 의미하고 있는 가치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으며, 오늘 마켓에서 새로 출시된 제품을 

보고난 후 기존의 소유하고 있던 상품들의 가치가 처음과 같을 

것이라는 보장 또한 없다. 다시 말해, 사물이 소유자의 개인적인 

이벤트의 목격자로서 의미를 가지게되거나, 감성적으로 연결점이 

없을 경우 그 사물이 가진 가치는 오로지 물질적인 것으로만 

인식되며, 우리의 의식속에서 그 가치는 일시적인 영향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인간의 지극히 주관적인 의식은 사물의 형태나 기능이 

변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시점을 변화하게 느끼게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릴적에 우러러 보았던 대상이나 커다랗게 보였던 학교의 

운동장이 다 큰 어른이되서 보았을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감성적인 주관이 대상의 판단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예 일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이미 앞쪽에서 지속가능 디자인을 위한 방법론의 

설명에서 나왔듯이, 역(逆)으로 사물을 디자인하는데 지속가능성을 

주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 할 수 있는데, 사물이 사용자에게 

끊임없는 흥미나 감성적인 연결점, 변하지 않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사물과 사용자와의 관계는 그렇지 못한 사물보다 

비교적으로 오랫기간 지속 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현실성이 

부족한 객관적인 정보나 기술의 실현 뿐만 아니라, 현상학적인 

해석이 가능한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직관에 의한 가능성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생산자와 디자이너의 시점에서의 지속가능성은 

그것을 정의하고 방법함에 있어서 본질과 경험의 적절하고 

균형적인 감각을 동시에 필요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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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장을 읽으면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데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르는지 대략적으로 

가늠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들에 대한 다른 면, 즉 비판적인 시선은 지속가능성의 추구를 

저지하거나, 그것의 가능성에 제한을 두기위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이러한 비판적인 시선은 어디까지나, 

지속가능성을 대하는 디자이너에게 균형적인 시선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맹목적으로, 아무런 의식이나 전체적인(holistic) 

개념의 이해가 없이 그것을 대하는 자세를 견제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또한, 어떠한 방법론에 대한 궁긍적인 결론이 나와 있지 않은 

과도기형의 현재 시점에서, 디자이너들이 그것에 대해 편견이나 

무조건적인 따라하기는 다시한번 우리 사회의 구조와 시장경제 

자체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수 있으며, 그 댓가는 

돌이킬 수 없이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 장에서 제안했던 지속가능 디자인 

매니페스토(manifesto) 역시 그것을 받아들이는 디자이너의 이해와 

자각력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으며, 절대적인 

모법답안이 아님을 깨달아야할 것이다. 

 

많은 유명 디자이너들이나 해외 저널리스트들이 최근 종종 

디자인의 종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소비를 통한 사회의 

발전과 구조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기존의 우리 시장 경제속에서 

디자인이 그것을 촉진시키는 촉매로써 분명하게 역할을 부여 

받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에 우리 사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형식의 디자인이 기존의 과정대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지 말자는 디자인계의 자조적인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독은 독으로 제압한다라는 말 처럼 디자인의 

악기능에 해를 입은 우리 사회는 디자인을 통해 새롭게 해석될 

가능성을 발견하여야 하며, 지속가능성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디자인이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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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그것의 방법적인 형식만이 변화하고 진화할 뿐이지 그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와 인간과 그 사회를 위해 순기능하는 그 

원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물론, 이것에 디자이너의 책임감과 의식적인 노력이 분명이 함께 

존재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며, 디자이너들은 그들이 마주하는 

일들에 대해 사명감을 느끼고, 모든 작업과 과정을 심사숙고하여 

대하여야만 할 것이다. 

 

 

 

 

 

 

 

 

 

 

 

 

 

 

 

 

 

 

 

 

 

 

 

(6), (7) Graph National Association for PET Container Resources, American 

Plastics Council: www.americanchemist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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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디자인의 리프레이밍(Reframing) 

 

지금까지의 논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지속가능 디자인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가능성과 사회적, 시대적인 요구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방법론에 본질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었음을 인정 

할 수 밖에 없으며, 시장 경쟁우위를 위한 편향적인 사고와 기업의 

수익중심의 시각은 지속가능성을 추구함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것임에 분명하다. 반대로, 지속가능성을 디자이너의 시점에서 

방법할때 현재의 세계 시장구조상의 불확실성과 생산과정에 

포함되는 전체주의적 전제는 어떠한 특정의 디자인적인 방법만이 

그것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지속가능 디자인을 사회적, 환경적, 비지니스적, 윤리적인 모든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소비자에게 그 가치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과 시도는 제한되지 않아야 함을 

역설하고 싶다. 

그렇다면, 디자이너는 어떻게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그것의 가치의 상실(喪失)이나 남용(濫用)없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은 아마도 제품의 생산과 상품이 소비자와 만나는 시장의 

흐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디자이너의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책임감과 실무적 프로세스상의 매우 주관적이고도 개인적인 

결단력에 의해 시작될 것이며, 모든 생산과정의 전반에 걸쳐 고려된 

그 가치가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전달되어 소비되고 그 기능이 

완료된 이후의 디자인의 결과적인 상태와 영향까지 고려하어야만 

그 궁극적인 가치를 완성했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디자인계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의 

사회가 가진 태생적인 구조와 대량생산 및 소비에 기초하는 

자유시장경제 안에서 지속가능성을 취하기 위해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아무런 변화도 시도하지 않는 것 일지 모른다. 

생산력의 효율성 증대와 대체 자원의 개발, 에너지 소비의 

절약등의 과정중에도 분명히 어딘가에 존재하는 누군가 희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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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따르며, 그것의 과정과 완성에서 따돌림 받는 소수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며, 대량생산구조의 시스템과 소비중심의 시장구조를 

위해 희생되는 것들과 그 결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우리 사회에 준비되어 있는지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이해를 통한 의식 수준의 확대뿐 아니라, 

정글의 법칙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상품과 기업의 흥망(興亡)을 

이끌어 오는 디자인의 가치 확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물론, 그것의 추구와 시도 속에 수많은 오류와 잘못된 해석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 방법론에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단서가 아직 

완결되어 있지 못하지만, 그 가치의 추구는 분명히 디자인의 한 

발더 진화된, 사회적 요구에 변화하고 시대적인 흐름에 반응하는 

또 다른 형태의 디자인의 의미와 가치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정리한다면, 지속적인 디자인이라는 용어 속에 감춰진 

오해와 남용, 의미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 디자인을 재구성해야 보아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은 

디자이너의 질적 양적인 리서치(Quality & Quantity research)와 

과학적인 생산의 설계방법과 친환경적인 상품의 제조등만으로 완성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방법들이 

디자이너가 경제적인 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과 판매의 

단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며, 기업의 가시적이지 않은 

수익성에 대한 의사결정 역시 한 몫을 하고 있다. 

게다가, 지속가능한 상품의 생산이 가능해지고 그것이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의미의 혼동없이 정확히 전달되었다 하여도, 사용자의 

관계 유지와 그 사물의 수명에 대한 결정은 시장의 다른 제품의 

어필(appeal)과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등에 영향을 받게 될 

사용자의 의식에 의해 달려있으며, 사용자와의 관계가 끝난 제품에 

대한 사후처리 및 환경적 영향은 디자이너가 간단하게 조정할 수 

있는 성격은 것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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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분명히 사용자와 제품과의 연결점을 형성하는 일과 차가운 

물질적인 가치만을 가진 제품에 스토링 텔링(story telling)이라는 

감성을 입히는 일은 디자이너의 몫이며 그것은 곧 사물의 

지속가능성과 연관되어 있다. 사물에 의도된 불확실성과 다양성의 

공존은 그 사물이 가진 사용자와에 관계설정의 가능성을 

최대화하여 그 수명을 보다 오래도록 유지 할수 있으며, 소유자의 

육체적, 감성적인 행위가 시간의 경과를 통해 사용자와의 유대감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물의 성격적인 무균화는 사물의 

가치를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지속가능 디자인은 디자이너에 의한 

설정과 준비된 기획에 의해 도안이 그려지지만, 그것을 완성하게 

하는 것은 디자이너의 노력만이 아니라 그 디자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소비자의 의식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사회 구성원의 

일원로써의 깨어있는 자세가 필수적이라는 사실과, 개별적 의식에 

대한 극도의 복잡하고 어려운 이해관계 때문에 한계점 역시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지속가능 

디자인의 성공적인 사회적이 안착을 위해서는 디자인의 과정만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영향력에 대해 사회적,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더욱 효율적이란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러한 거국적인 운동의 

기반은 개개인의 책임감과 세계 공동체로써의 주인의식을 갖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다. 

 

사회와 환경, 인간을 배려해 생산되는 상품 안에 지속가능성이라는 

DNA를 녹아들게 하는 일은 분명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지속적인 연구과 개발로 그 필요성에 부합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완성에는 디자이너의 노력과 

기업의 도덕적 고뇌 만큼이나 사회적인 의식의 성장 역시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과 사람들의 의식변화에 가장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역시나 디자이너일 것이다. 

디자이너들은 실무에서 주어진, 눈앞의 과제의 해결에만 몰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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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그 상품을 받아들이고 소비하는 사용자와 사회에 

대한 소통과 의미있는 커뮤니케이션 역시 진중하게 고려하고, 

시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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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가능 디자인의 가능성 탐구 
 

 

사례 리서치 

 

다음에 소개되는 디자인들은 지속가능 디자인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디자인의 사례를 모아놓은 것으로써, 각각의 디자인들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 컨셉과 디자이너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narrative)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면, 지속가능 디자인을 

이해하는데 현실적으로 좋은 힌트들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속가능 디자인의 방법론에 접근하기 

위해 단순한 기술적인 접근에서 부터 일상적인 사물의 재해석까지 

다양하게 사례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열린 시각을 가지고 사례에 

대해 들여다보고, 이해해보면 그 속에 담겨 있는 지속가능 

디자인의 다양한 접근과 형태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물론 그속에 감춰진 철학적인 진지함과 방법론의 

현실성도 동시에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디자인적인 가치로 풀어내어 

설명한 아래의 예들이, 지속가능 디자인을 추구하기 위한 

궁긍적이고 완성적인 것은 아님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며, 그것의 

형태와 방법적인 구성만을 따라하고 배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도하고자 했던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지속가능성의 원리와 

자세에 대해 더욱 사려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 디자인은 단순히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 상품을 만드는 

방법론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생각하고, 세상과 삶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철학적이며 동시에 매우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니 만큼 디자이너들의 세심하고 정체되지 않은 시각과 

성숙한 의식, 문제 해결 극복을 위한 혁신의 추구와 새로움에의 

도전적인 자세가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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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jo Remy, Chest of Drawers 1991 

Droog Design의 아이콘이기도한 이 작품은 디자이너가 스스로 모은 각각의 

서랍들을 재구성해 완성한 작품으로, 소비주의에 대한 비평과 노스텔지아가 담겨 

있다. 

 

 
Tejo Remy, Chest of Drawers 1991 

개인이 소유했던 입지 않는 티셔츠와 청바지등의 옷가지가 자신만을 위한 의자로 

변신하는 업사이클 개념의 재활용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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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a, Yves Behar의 종이 상자를 없앤 패키지 2010 

퓨마에서 제작한 신발 패키지로, 별도의 쇼핑백을 사용하지 않고, 다용도로 사용 할 

수 있는 폴리에스테르 백(bag)을 이용해, 기존의 상자패키지 보다 종이 사용량을 

65% 감소시켰으며, Co2 발생량이나 에너지자원의 사용 역시 25%가량 감소시켰다. 

 

 
Cyberpac, 물에 녹는 플라스틱 패키지 2009 

Creative Review라는 잡지의 패키지로 쓰인, 물에 녹는 생화학분해 플라스틱 

소재의 패키지. 생물학적 발자취를 남기지 않는 혁신적인 패키지의 가능성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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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Blue Earth Phone 2009 

세계 최초로 태양 에너지를 상용화한 휴대전화. 

바디는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으며 패키지 또한 재활용지로 제작되었다. 

 

 
Vestergaard Frandsen, LifeStraw 2005 

31센치미터 길이의 이 플라스틱 통은 수자원이 부족하고, 깨끗한 식수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 디자인된 정수기(water filter)이다. 99.9%의 기생충과 

미생물, 박테리아등을 걸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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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rim Rashid, Bobble Bottle 2010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작은 정수기가 달린 이 물병은, 수돗물 보다 10배가 

넘는 에너지 소비와 Co2발생을 일으키는 생수 대신, 수돗물의 식수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Nicholas Negroponte, One laptop per child (XO Laptop) 2007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교육과 정보의 확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디자인된 100달러 

랩탑.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타이, 우루과이, 리비아등의 국가의 학교에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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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s, Endura LED Lightbulb 2010 

필립스에서 출시한 이 LED 전구는 9.7와트의 소비로 60와트의 밝기를 내어 전기 

사용의 절감적인 효과는 물론이며, 기존의 평균적인 LED 전구보다 25배나 긴 

수명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NatureMill, Automatic Compost Bin 2010 

음식물 쓰레기를 열로 건조 후, 기계적 분해과정을 거쳐 자동적으로 퇴비로 

만들어주는 쓰레기통. 쉽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간편하게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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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위한 의식과 시선 바꾸기 

 

지속가능 디자인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와 그 방법론에 대한 

비평적인 시각마저 아울러 이해한 후, 재구성 될 수 있는 지속가능 

디자인의 의의와 가능성에 대한 접근법은 아직 디자이너뿐 아니라, 

제품의 개발자나, 연구가, 생산자, 모두에게 생소한 분야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문적인 이론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지만, 디자이너와 디자이너가 만든 사물,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용자와의 역학적인 관계적의 이해와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볼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인간의 의식에 직접적으로 소통을 시도하는 디자인적인 

실험과 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커뮤니케이션 리서치 

그룹(communication research)이나, 사회적인 가치와 전통적인 

디자인 가치를 동시에 고려했던 6,70년대의 이탈리아등 유럽의 

철학적 이념주의에서 찾아 볼 수 있을 뿐만아니라, 19세기 초반의 

러시아에서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개척과 공산주의의 시민 계몽 

운동등에 사용했던 선전주의의 이미지들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을 추구하는 디자인적인 접근에서 보았을때 인간의 

감정이라는 주관적인 모호함을 지닌 특수성을 넘어, 보다 

객관화하기 쉬운 일반적인 개념의 상식(常識)이라는 공통된 의식의 

합의된(문화적, 지리적, 인종적인 특성들을 아울러 포함하는) 

주제를 이용해 사용자의 의식에, 특정한 메시지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편견, 개념등에 대하여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크리틱컬 디자인(critical design)은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을 찾는 디자이너들에 

또 다른 창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영국의 앤소니 던(Anthony Dunne), 피오나 라비(Fiona Raby)와, 

이탈리아의 베네통(Benetton)그룹에 의해 설립된 

파브리카(FABRICA)라는 디자인 리서치 조직의 활동으로 최근에 그 

경향이 뚜렷해진 크리틱컬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어느 디자인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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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사용자와의 소통이나 자의적 질문제기가 가능하도록, 

보편적인 의미(signifier)나 전형성에 기인한 코드(code) 및 문화적 

배경에 바탕한 이미지등을 이용해 특정한 메시지나 비평적인 

주제를 사용자로 하여금 의식적으로 사고하도록 유도하는, 심리적, 

정신적인 사고 순환을 위한 촉매제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을 원리로 

하고 있다. 

 

 
앤소니 던의 플라시보(Placebo) 프로젝트중, 전자파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구의 실험. 

 

여기서 주목할 것은 디자이너와 사용자와의 시각을 경로로한 

의식의 의사소통인데, 이것은 평면적인 그래픽의 이미지적 효과와 

1차원적인 언어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포스터라는 매체의 역할과는 

구분될 것이다. 언어학적(Semiotis) 기본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은 다르지 않지만, 메레 오펜하임(Meret Oppenheim)이나 

체마 마도즈(Chema Madoz)같은 예술적인 이해에서 인간의 

시각과 의식 사이의 경계를 드러내는 작품들이나, 옵트 예술(opt 

art), 모더니즘 이후의 디자인계에서 시도되었던 형태를 인식하는 

인간의 시각과 경험에 반응하는 우리의 직관과 의식의 작용을 

보여주는 마르티 귀세(martí guixe)같은 디자이너들의 작업에 

이르기까지 깊고 폭 넓게 다루어져 왔으며, 보다 고차원적인 

이해와 고찰을 필요로 한다. 

최근에 디자인계에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던 네덜란드의 드루그 

디자인(Droog design)의 경우는 특히나 존재하는 철학적 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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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수용하는 디자인적인 개념의 크로스오버(cross over)속에 

인간의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인식의 작용을 적용하여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더 선명하게, 현실적인 한계나 기술적인 제한의 

타협없이, 표현하고 새로운 그 무언가를 도출해내는 작업들로 

유명하다. 

 

 

 

 

 

 

 

 

 

 

 

 

많은 심리학 보고서나 인간의 인지의 세계에 대해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cognition)은 어떻게 

인간이 '현실적 세계'를 이해하는가와, 그것에 투영된 자아속의 

의식과 무의식의 '정신적 세계'를 직관적으로 다시 그려내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것은 실제로 인간의 

의식(awareness)이, 경험적 지능, 실제적이고 주관적인 

감각기관들의 기능들과의 복합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정보를 

인식하고 분석하여 그들의 의식 안에서 의식 밖에 존재하는 

실체적인 세계를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벌어지는 초기 시점에는 모든 감각, 즉 소리를 

듣고, 냄세를 맡고, 맛을 느끼고, 감촉을 감지하는등의 감각에 

대한 정보를 언어적인 신호(sign)로 디코딩(decode)하는 과정을 

거쳐 우리의 의식 속에서 사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상을 

이해하고 이미지의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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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시각이라는 감각기관은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시각적인 정보는 인간이 무엇을 사고(思考)하고 

이해하는지의 단계 이전에 우리의 의식으로 보다 즉각적으로 

전달되며, 자극에 상대적으로 더디게 피로해져 그 지속적인 

자극에의 노출이 가능하며, 동시에 경험적 감각기관이라는 

특징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우리의 의식 속에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시각적인 현상에 대한 반응은 사물의 개념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유발하며, 이것은 우리의 현실적 세계와 정신적 세계의 사이에서 

객체의 개념을 이해하며, 인간의 자아의 존재를 설명하는 

단서이기도 하다. 

물론, 그 감각의 의식적인 유지가 제한적이고 외부의 영향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인간의 의식의 확장과 가능성의 발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약 20분정도의 의식적인 집중이 가능한 인간이 

집중력이 웹서핑등 할때 불과 9초에 불과하다는 MIT의 리서치를 

미루어 볼때, 외부의 직, 간접적인 영향에의 노출이 많아지는 

현대문명의 생활속에서는 인간의 의식의 유지성은 극적으로 

감소되어지는 경향이 심화된다고 할 수 있겠다. 

 

 
옵트아트. Bridget Riley, 1961: Movement in Squares 

 



122 

 

그러나, 우리가 감각하는 현실적 세계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의식 

속에서 주관적인 감각기관들을 통한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의 절대적인 실체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각은 

우리의 뇌로 전해지는 전기적인 신호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하나의 자아가 느끼는 어떠한 감각이나 이미지에 대해 타인, 

다른 자아의 의식 세계로 온전하게 전달하는 일은 서로의 

감각끼리의 소통이나 연결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언어적인 재해석과 

구성의 과정이 필수적인데 그 과정상에 의미의 손실이나 

과장등으로 본래의 의미가 변형되거나 달라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기호학쪽에서도 완벽한 의미의 전달이 

가능하다는 편과, 그 가능성을 부정하는 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완벽한 의미의 전달과 이해의 완결 가능성을 인정하는 쪽도 그 

것이 매우 힘든 현상임에는 동의하고 있다. 

인간의 의식이 사물을 이해하는데 물질적인 한계의 경계에서 보다 

완전한, 절대적인 가치의 이해로 확장되면서, 우리는 사물의 

겉표면에 드러나 있는 의미 이상을 것을 볼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술은 그러한 가치의 발견에의 도전적인 의식이며, 

철학이나 과학은 그것을 탐구하는 원리와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의식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이미지화 하거나 

보다 커뮤니케이션 하기 쉬운 방법을 알고 있는 디자이너의 힘과 

노력은 그것을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추구를 위해 발전시키고 

기여함으로써, 매우 효과적이고, 독특한 방법론으로써 정리 되어 

지속가능 디자인을 완성하는데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의 예로 실려있는 작품은 2009년 본 저자에 의해 디자인된 

것으로 런던디자인페스티벌의 전시회중 전시되었던 작품의 

이미지인데, 위에서 언급된 알고리즘(algorithm)을 적용한 

결과물로써 사용자들이 그들의 일상 속에서 접하는 사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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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성과 특징적인 이미지를 이용하여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쓸모없는 것’에 대한 의식과 사고에 대한 전환을 꾀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나 사고(思考)가 일어나는 의식의 과정에서 

자기계발(self-enlightenment)이라는 형식으로 지속가능성을 

서술하고 있는 작품이다. 

물론, 기호학적 이해와 필수불가결적의 문화적 설득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서양의 중세풍 전통적인 액자의 형태를 

메시지 전달을 위해 차용, 형식화하는 도구로 사용한 점과, 

전체적인 맥락의(context) 이해를 위해 어느 수준 이상의 지적 

교양이나 학문적 주변지식의 바탕이 필요하는 개인적인 이해의 

차이로 그것을 바라보고 사용하는 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문화적인 이해의 차이로 인한 결과성으로 

온전한 내용전달에 실패 할 가능성을 부정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디자인적인 시도가 가져오는 무형적이고 정신적으로 

영속적인 가치의 발견을 위한 도전은, 분명히 물질적인 가치와 

즉시적 효과를 추구하는 방법론들과는 구별되며, 그 형식의 발전 

가능성에 사회학적, 인류학적 관점에서의 디자인 철학적 사고의 

발전과 확장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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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 대한 부연설명: 

 

사실, 액자라는 물질적 구조물은 그 시각적인 구성체의 구조 안에서 장식적인 

장치나 강조를 통해 어떠한 이미지에게 독특하고 특별한 뷰(view)를 제공하는 매우 

단순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원초적인 원리는 사실 중세시대 그림의 값을 높게 

받으려던 화가(畫家)나 갤러리스트(gallerist), 소유하고 있는 그림의 가치를 더욱 

높아보이도록 하려는 소유주들의 상업적 계산이 깃든 창조물이라 할 수 있다. 

액자를 이해하는데 이러한 탄생적인 배경만큼이나 재미있는 것은 그것이 가진 

특성인데, 중세의 대부분의 액자가 어떠한 이미지나 색상의 화폭을 감싸고 있던, 

언제나 그 주된 색은 당시 서양의 물질적 가치의 표상이랄 수 있는 금색이라는 

것과, 실제로 제작에 공(功)이 많이드는 화려한 형태의 액자를 제작하여도 그것의 

기능적인 특성상 인간의 의식에 뚜렷한 인상을 남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액자가 가진 시각적인 특성이 우리의 시각에의 노출과 상관없이 우리의 의식을 따라 

그 이미지가 우리의 의식속에 선별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액자라를 구성적인 이미지가 가진 내용(context)에의 주목성을 설명하고 있다. 

같은 시각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액자라는 구조적인 주목성에 의해 강조되었느냐 

그렇지 못하는가에 본래 내용이 가진 성격의 전달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 반응하는 인간의 의식의 작용을 이 작품에서 유도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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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는말 
 

 

지속가능성은 의미없는 소비와 낭비에 따른 기하급수적인 

쓰레기량의 증가와, 세계적 빈곤층의 확대, 추락한 인간에 대한 

윤리성(ethics), 그리고 물질적 가치의 추구만으로 인한 경쟁과 

외로움등에 대해 인간으로써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반드시 

고려해보아야할 문제들에 대해 범세계적이며, 사회구조적이고 

동시에 지극히 개인적인 과점에서 문제를 위한 해결의 실마리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질병에 병든 우리의 사회를 보다 건설적인 재구성하고, 지구 

환경의 자연적 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의 세대를 위하여 인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철학이자 삶의 원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숭고하고 사려깊은 생각을 추구함에 있어 고려되는 

디자인적 접근은 매우 중요한 방법론 중 하나일 것이며, 그것은 

단순히 디자이너의 힘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속 기업체들의 올바른 성장과 발전을 걱정하는 모든 이들과, 

사회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는 정치인들, 마켓에서 매일같이 

의식적으로 소비하여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소비자들, 그리고 

나와 내 주변의 일상뿐아니라 지구의 다른 곳의 삶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적절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것의 성취를 가장 

가깝게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개인적인 노력들을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일상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일이나, 절약이고, 효율적인 

소비등을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기업가들은 그들의 

사업의 성장 방향성과 의사결정에서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성과 환경에의 책임감등을 고루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며, 사회 

공동체적 가치를 고려해야는 정치가들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단기적 성과만을 노리거나,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적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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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서는 않될 것이다. 

디자이너들의 역할은 일선에서 1차적인 한계점이나 경계선을 

벗어나, 다양한 각도에서 주어진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논리적이며 효율적인 방법론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실험적인 작품이나, 실무에서의 도전적인 태도는 긍정적이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감과 윤리적, 환경적인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디자이너의 태도 변화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이 기업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의사결정에 대한 태도 변화라 할 수 

있는데, 디자이너의 노력과 온도차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경영인의 

폭 넓은 철학적 사고가 필요시 될 것이며, 기업적 행위와 사회, 

환경과의 상관 관계를 전체론적 이해하고 디자인의 영향에 대해 

판단 할 수 있는 소양을 길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과거의 산업 발전 역사가 말해주듯, 

시장에서 도퇴되거나 경쟁력을 잃는 등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반드시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기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심각한 

문제점들를 안고있는 사회는 기업의 활동에 지속가능적인 가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미 시장은 변화하고 있으며, 범세계적 정책 

또한 변화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닌 운명이며, 인류가 

새로운 지구의 행성을 찾아 이주를 한다는 SF소설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지않는 이상,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점들을 외면한체 

구태의연한 태도를 취한다면, 그 문제점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독이되어 다시 돌아올것이며, 그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더욱 

빠르게 그리고 더욱 파괴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개인의 가진 행동력은 미약하지만, 셋 이상이 모이면 

운동(movement)이 된다. 의미있는 행동력에 대해 칭찬에 

인색해지지말고, 변화속에 스스로 리더(leader)가 되어보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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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들은 그것을 북돋을 수 있도록 하자. 디자인으로 사회적인, 

더 나아가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고 혁신성을 추구하며,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기업과 사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인류의 

미래는 분명 더욱 밝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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