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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기술의 발전은 창작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대중들은 디자이너와 마찬

가지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디자인 분야는 지속가능한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사회적 디자인 등의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전문분야로 확장 발전하고 있다.

대중의 능동적인 참여가 가속화됨에 따라 디자인 또한 경험적 환경을 이

해하고 공동창조를 통한 가치창출(Prahalad & Ramaswamy, 2002)로의 전환

이 필요하다. 경험은 수용자를 공동창조 과정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Payne, Storbacka et al., 2009). 수용자는 공동창조 과정을 통해 결과에 가

치를 부여하며, 수동적 관객에서 적극적 플레이어로 전환 된다(Prahalad &

Ramaswamy, 2002; Vargo & Lusch, 2004).

전통적인 공익캠페인은 수용자들에게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매스미디어를 기반으로한 광고에 치중하여왔다. 그러나 이런 주체자 위주의

일방적인 설득과 주장은 목적달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본 연구는 변화

한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수용자의 특징을 이해하고, 수용자의 직접적 경험

이 포함된 공익캠페인 디자인 전략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공익캠페인에서

참여를 통한 공동가치 창조는 수용자의 적극적 태도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자의 가설이다.

이를 위하여 공익캠페인과 참여디자인의 선행연구 그리고 사례연구를 통

해 참여형 공익캠페인 전략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바

탕으로 작품연구에서의 활용방법을 가시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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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연구는 다양한 공익캠페인 주제 중에서 학교폭력 예방캠페인에 집중

하여, ‘Change the (Black)Sheep: 긍정 정서 경험을 이용한 정서적 회복과

공감 메시지 전달’이라는 콘셉트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였다. 참여디

자인 방법으로는 공동디자인 키트(Co-design kit) 개념을 사용하여 단계별

참여방법과 구성을 디자인 하였다. 각 단계는 인지단계, 실행단계, 성취단계

로 나누어진다. 공동 창작자의 역할로 수용자는 제시된 캠페인 전략에 따라

참여, 나눔, 확산의 단계를 거쳐 공익캠페인을 경험하고 완성하게 된다.

본 논문은 커뮤니케이션 환경변화의 맥락을 고려하여 기존의 공익캠페인

디자인 방법의 활용범위를 넓히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또한 어떤 유형의 참여디자인이 어떤 공익캠페인에 시도할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은 참여디자인 형태의 공익캠페인 디자인을 위한

실용적 가치와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공익캠페인, 참여디자인, 공동창조, 공동디자인 키트, 긍정 정서

학 번: 2010-3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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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오늘날 통신기술의 진보는 사람들이 쉽게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들은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함

께 행동하며, 디자이너와 마찬가지로 직접 콘텐츠를 생산한다. 이처럼 기술

의 발전은 모든 이에게 창작의 가능성을 열어줌과 더불어 디자인의 영역을

넓어지게 했다. 디자인 사회에서 비평이 활발히 오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

들어지고, 디자이너는 그들이 만들어가는 문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적극적으로 고민한다.

디자인으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비단 최근의 현상은

아니다. 19세기 미술공예운동이나 20세기 모더니즘처럼 대중의 삶을 위한

디자인 운동이 존재했고, 1930년 디자이너 버크민스터 풀러(Buckminster

Fuller)1)나 1970년 빅터 파파넥(Victor Papanek)2)은 디자이너의 사회적 책

임을 인식하고 디자인의 참여와 행동을 통한 사회변화를 이끌어 내고자했

다. 일찍이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서도 사회정치 담화와 선전에서부

터 인권문제까지 사회문제에 관련해왔다. 1964년에 책임 있는 그래픽디자인

에 대한 갈망을 보여준 <중요한 것을 먼저 First Thing First>선언은 1999

년 애드버스터즈(Adbusters)로 재출범하여 주로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그래

1) 버크민스터 풀러(Buckminster Fuller)는 1950년대 지오데식 돔(geodesic dome:다각형 격자를 짜 맞춘

돔)을 디자인하기 시작하여 1954년에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 디자인이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로 디자이너들에게 환경파괴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그들

의 역할을 일깨우기 시작했다.

2) 빅터 파파넥(Victor Papanek)은 1972년 ‘현실세계를 위한 디자인’을 시작으로 모든 분야의 디자이너들

이 산업디자인 작품의 사회적, 환경적 파생문제를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1990년대 ‘녹색 위기’가 출판되

는 시점에 오면서 파파넥의 여러 사상을 점진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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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디자인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Lasn and Dach 2006).

현재까지 다수의 공익캠페인 활동은 매스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광고에

치중되어왔다. 이러한 공익캠페인들은 그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절차와

효과면에서 매우 회의적인 경우가 많다. 라자스펠드와 멀튼의 성공적인 매

스미디어 지향적인 정보 캠페인을 위한 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

다. “공익광고는 새롭게 사회적 태도를 형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러나 기존의 태도는 변화보다 강화되기 쉬운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보완될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람들은 일

대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보를 더 잘 처리하고 변화를 더 잘 받아들이게

된다(Lazarsfeld and Merton, 1949).” 주체자 위주의 일방적인 설득과 주장

은 목적달성의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사용자 인지와 경험, 정신적, 관계

적 만족을 중시하는 지금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이해하고, 수용자들의 단

순한 정보습득 보다는 그들의 경험과 참여를 통한 적극적 접근을 유도하는

공익캠페인을 디자인 한다면 수용자들의 실질적 행동변화를 촉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가설이다.

참여를 통한 공동디자인은 “디자인 인공물의 최종 이용자는 그 인공물이

어떻게 디자인 될 것인지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다”는 개념에

서 기인한다(Fuad-Luke 2002). 참여는 사람들을 수동적 수용자에서 활동적

기여자로 탈바꿈 시킨다(Bonsiepe 2006). 참여를 통한 공동 디자인은 보다

민주적이며, 개방되고 흡수력 있는 디자인 프로세스의 핵심으로서 나타나고

있다(Fuad-Luke 2012). 이에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환경변화에 따른 수용

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익캠페인에서 효과적인 참여디자인 활용방법을 제

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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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구조

다음의 그림은 연구모형과 연구범위 그리고 연구체계를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1-1] 연구의 모형과 연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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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중의 경험과 참여를 고려한 공익캠페인에서 디자이너의 역

할과 수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적용 방법을 고찰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커뮤니케이션 환경 변화의 이해와 참여디자인 그리고 공익캠

페인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참여디자인 형태의 공익캠페인의 전략

을 연구한다. 사례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참여디자인 형태의 캠페인을

기획자와 수용자 입장을 나누어 참여 정도를 연구하고 수용자의 참여수준에

따른 공동 창조의 단계를 연구한다. 이것을 기반으로 본 작품연구에 사용하

게 될 참여디자인 방법의 구체적인 방향을 도출할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공익캠페인 디자인

공익캠페인은 사회와 개인의 생활을 개선시키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여

기서 개선이란 오늘날 건강치 못한 우리의 생활, 비민주적인 관습, 환경의

파괴, 교육이나 건강을 다루는 비효율적인 공공제도 등과 같은 것들을 개혁

시키려는 시도와 같이 역사의 각 시기에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가치들로 정

의(Rice and Atkin 1989)할 수 있다. 공익캠페인 디자인이란 이러한 이유에

서 개혁 추진자들과 디자이너에 의해 실행되는 체계화된 노력으로 사람들의

기존의 생각이나 태도, 습관, 행동을 포기하거나 그 캠페인을 수용하고 행동

을 수정하도록 디자인을 통해 설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용자

수용자는 영문으로는 Consumer, Customer, User 로 표기한다. 한글로는 소

비자, 고객, 사용자 등으로 각기 조금 다른 의미를 내포하지만 본 논문에서

공익캠페인 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캠페인의 대상이 되는 일반 대중을 포

함, ‘수용자’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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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디자인

참여디자인은 공동디자인(Co-design), 공동창조(Co-creation), 참여디자인

(Participatory Design) 등 영문과 한글의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나

본 논문에서는 한글표기로 참여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참여디자인을

‘지금까지 디자인 최종 결과물에 이용자였던 사람들을 디자인 과정에 공동

창작자로 참여시키는 것’으로 보고 ‘디자인 참여를 통해 가치를 창조하는 경

험을 제공하는 것’을 참여디자인의 주요 목적으로 한다.

긍정 정서

정서는 ‘주관적 느낌으로 정의되는 심리적 상태일 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생

리적 각성, 사고와 행동의 패턴’으로 정의될 수 있다(Perterson 2006). 긍정

정서는 어떤 환경에 직면하여 그것이 자신에게 좋은 것이거나 유익한 것으

로 판단하였을 때 발생하는 정서를 의미한다. 본 작품연구의 캠페인 설득

메시지로 사용되는 긍정 정서는 참여형 공익캠페인 디자인 적용단계에서 학

교폭력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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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와 이해

1.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패러다임과 사회변화

1.1.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

새로운 미디어의 발전과 진화로 현실세계의 다양한 것들이 바뀌어 가고

있다. 미디어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사람

들의 생활 리듬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의 형태도 변

화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역사의 선두에 서서 세계를 바꾸는 권한을 가졌

던 사람은 극 소수였다. 일반 대중들은 자신은 삶 속에서 살아가며,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마땅히 발산할 장소도 없이 살아 왔다. 그러나 현재의 대

중은 웹에 기반을 둔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정보

그리고 의견을 주장 할 수 있는 기회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현재는 동

시지배(heterarchy)3)의 네트워크 시대이다.

[그림 2-1]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

3) 헤터라키(heterarchy) 하이어라키(hierarchy)와 반대 되는 개념으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평

면적 위계질서를 의미한다. (출처:선샤인 논술사전, 강준만, 2007.12.17., 인물과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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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창조적 수용자

나이젤 휘틀리가 10여 년 전에 소비문화에서 소비자가 디자인 의사결정

에 참여 한다는 것은 말에 불과하고, 그것이 그저 구매행위로 축소되었을

뿐이라고 지적하였지만, 이제는 소비자(수용자)가 디자인 과정에 포함되는

방식이 다르게 변하고 있다.

현재의 대중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을 통해 많은 양의 정보를 쉽게

획득하면서 보다 현명한 소비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대중은 네트워크를 통

해 정보를 공유(sharing)하고, 직접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며(Prosumer), 이

를 통해 자기표현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그림 2-2] 집단지성 사례: 조니 캐쉬 프로젝트와 1만 센트 프로젝트4)

4) 조니 캐쉬 프로젝트(2009) www.thejohnnycashproject.com 애런 코블린은 디렉터인 크리스 밀크와 함

께 조니 캐쉬의 ‘Aint’t No Grave’의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을 그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작업에 참여한 팬

들은 4600개의 프레임의 헌사로 이루어진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다.

1만 센트 프로젝트(2008) www.tenthousandcents.com 디자이너이자 미디어 예술가인 가와시마 타사키와

의 애런 코블린의 협업 프로젝트로 100달러짜리 지페의 작은 부분을 만들기 위해 참여자들이 그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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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의 새로운

정체성 소비자, 응답자 현실적 사람, 창조적 파트너

역할 수동적: 가치의 소비자
능동적 협력자(Collaborator):
가치 공동창조

영감의 원천 설문, 객관적 목적의 관찰 대화, 이야기, 열정적 몰입

회사와의
접점

거래 중심(Transaction-based) 상호작용, 경험 중심

위치
정해지고 보이지 않는:
긴 가치 사슬의 한쪽 끝

조정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정보와 효과 회사 광고와 메시지: 전문가 의견
구전(Word-of-Mouth),
1:1 커뮤니케이션(peer-to-peer),
소셜미디어

가치 콘셉트
회사 제공:
한 사이즈가 모든 것에 맞춰짐

소비자 결정: 맞춤, 특별한

가치에 대한
관점

브랜드 안에 무엇이 있는가:
특징, 속성

어떤 소비자가 브랜드와 함께 하는가:
특별한 해결방식과 커스터마이징 된 경
험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모으고 교환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하

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협력적 정보의 공유를 통해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이상은 2013).

Brown (2009)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대 그들’이나 ‘그들을 대표하는 우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라는 개념이어야 한다고 하였고, Bhalla

(2010)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새

로운 유형의 소비자는 능동적인 참여와 관여를 원하며,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

자이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있다고 하였다(이상은 2013). 현재는 창조자와 수

용자 사이의 경계를 완화 시키는 새롭고 협력적인 합작 시도가 필요한 것이다.

[표 2-1] 새로운 소비자의 특징(Bhalla 2010)

전통적인 소비자는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수동적 태도

를 보였지만, ‘체험경제’의 시대에서 소비자들은 수동적인 소비에서 능동적

인 참여로 이동하고 있다(Brown 2009). 소비자를 수동적인 관객으로 보기보

부분에 1센트씩을 지불하여 완성한 작업이다. 여기서 참여자들은 이 참여가 내포하는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각자 작업을 진행했다. 애런 코블린은 1만 센트 작업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노동시장을 탐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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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능동적인 공동생산자로 보고, “무엇을 해줄까”에서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의 변화(Wind and Rangaswamy 2000)인 것이다. 이제 디자인은 프

로젝트 창작 과정에 더 많은 이해 관계자가 참여함에 따라 참여·공동 디자

인 그리고 공동 창작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2-3] 클라이언트에서 공동 창작자로

다니엘 핑크(Pink 2006)는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보

다 의미 있고 감성적인 만족을 찾아 나선다고 주장한다. UGD(user-gen-

erated content)형태의 유투브나 페이스북 그리고 프로슈머(Prosumer)에서

진화한 큐레이슈머(Curasumer)5)(김상용 2013)가 증가 한다는 것은 요즘의

대중들이 완성된 제품이나 서비스 보다 경험과 참여를 통해 창조성을 표현

할 곳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Benkler(2006)의 “언젠가는 우리 모두에게 물질적인 욕구가 아닌 사회적,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원하는 때가 올 것이다. 사회적, 심리적 욕구는

사회적 생산물을 이용하는 우리의 삶과 동기 구조의 한 부분이며, 비록 힘

들고 어려운 일이 될지라도 즐기려 한다.”는 설명은(이상은 2013 재인용) 현

재의 창조적 수용자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다.

5) 큐레이슈머(Curasumer)는 큐레이터(curato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전시회의 큐레이터처럼

스스로 삶을 꾸미고 연출하는데 능수능란한 편집형 소비자를 이르는 말이다. 큐레이슈머는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프로슈머(prosumer)보다 한발 더 진화한 능동적인 소비자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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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변화하는 디자인 그리고 디자이너

[그림 2-4] 디자인 패러다임의 변화(배상민 2012)

과거에 ‘디자인’이란 단어는 특정 제품이나 결과물의 스타일과 외관의 의

미로 사용하였지만 현재의 ‘디자인’의 의미는 추상적인 조직구조나 생산과

정, 서비스 경험부터 구체적인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사용된다.

이제 디자인 분야는 지속가능한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사회적 디자인 등의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전문분야로 확장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이 발달하고 디자인 도구가 보편화 되면서 대중들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디자인에 관여하고 있다.

이제는 과거의 디자이너가 가졌던 기술의 특수성만으로 디자이너와 일반대

중을 구분하여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현대의 디자이너들은 작품만이

아니라 디자인 도구에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서비스까지 디자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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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디자이너와 대중의 역할변화

이제 대중은 수동적 수용자에서 활동적 기여자가 되어 그들의 창작능력

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디자이너의 역할도 과거의 정보전달자의 역

할에서 현재의 참여유도자의 역할까지 그 범위가 변화·확장되고 있는 것이

다. 이렇게 디자이너가 참여유도자의 역할을 하여 대중이 활동적 기여자가

될 때 그 과정에는 수용자의 경험을 유도하는 참여디자인 있다.

2. 참여를 유도하는 디자인 접근 방법들

대중이 참여자 혹은 창작자로 활동함에 따라, 전문 창작자들은 콘텐츠

창작의 새로운 방법으로 참여에 기반을 둔 수집과 협력을 사용하고 있다.

디자인에서도 대중(소비자)의 참여를 특별히 강조하는 디자인 접근방법들이

나오고 있다. 여기서 ‘접근방법(approach)'이라는 용어는 디자인 철학, 과정,

방법론 그리고 도구들에 담겨 있는 온갖 요소의 다양한 조합 방식을 말한

다. 이러한 요소들의 적용방식은 서로 매우 다르다. 본 장에서는 다양한 접

근 방법 중 전문가(디자이너)와 대중(소비자, 수용자)의 관계에 집중하여 참

여의 형태를 4가지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4가지의 참여를 유도하는 디자인

은 사례를 통하여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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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협업(Collaboration)

Collaboration의 사전적 정의는 ‘모두 일하는’, ‘협력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협력, 합작, 공동 작업을 가리키는 말이다. 협업에 대한 개념은 조선과 항공

우주산업과 같은 각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그것을 하

나로 완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보면 가장 잘 이해 할 수 있다. 이처럼

Collaboration은 하나의 작업을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것, 다시 말해 공유

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사람이나 조직이 함께 일하는 것으로

반복되는 프로세스를 가진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창의적인 지식을 공유하고

학습하며 의견의 일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Collaboration의 구조적인 수단들에는 행동과 커뮤니케이션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방법들은 팀이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팀의 성공을

향상시키는데 특별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디자인에서 Collaboration의

형태는 두 가지 다른 디자인 분야의 협업 형태나 예술가와 디자인의 협업

형태 등으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6] Collaboration 구조도

Collaboration의 구조는 [그림2-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전문가 집단

간의 참여는 서로의 장점을 수용하여 창작물(제품)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 또한 대중의 취향을 복합적으로 만족 시킬 수 있다.



15

[그림 2-7] 루이비통(Louis vuitton) 마크제이콥스와 쿠사미야요이의 collaboration

(이미지출처:http://www.louisvuitton.eu)

Collaboration은 패션 마케팅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방식은 제품기획·제품출시, 매장 디자인, 전

시회 개최 등 전(全)과정에서 협업하는 Total Collaboration으로 발전하고 있

다. Collaboration 마케팅은 제품과 유명인 또는 명품 브랜드, 유명 디자이

너, 세계적인 미술작가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시킬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그림 2-5] 루이비통(Louis vuitton) 마크제이콥스와 쿠사미 야요이의

Collaboration을 들 수 있다. 루이비통(Louis vuitton)과 쿠사미 야요이의

Collaboration 작업으로 이후 런던의 테이트, 파리의 퐁피두, 뉴욕의 휘트니

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열며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작가를 통해 더욱

높이고 작가는 대중적인 인지도를 획득했다.

이 외에도 대한한공은 2010년 온라인 게임 스타크래프트II 광고로 래핑

한 여객기를, 자동차 회사인 BMW의 <Art car project>는 앤디 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 제프 쿤스 등 세계적인 현대 미술작가 들과 협업하여 예술작

품 같은 광고를 통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스웨덴의 SPA(유통·제조 일괄형)

브랜드 H&M은 매년 베르사체와 같은 명품 브랜드들과 손잡고

Collaboration Collection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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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H&M과 명품 브랜드들의 Collaboration

앞으로 Collaboration은 전문가 집단 간의 참여를 넘어서 창작자로서 역

할을 하는 대중과의 협업으로 발전이 가능하다. 이러한 Collaboration의 참

여형태는 디자인 결과물의 Quality(품질)는 유지하면서 대중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2.2. 공동디자인(Co-design)

‘공동디자인’이란 참여디자인, 메타디자인, 사회디자인을 비롯하여 참여를

독려하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디자인 접근방법들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Fuad-Luke 2007). 접두사로서 ‘co-(공동)’는 ‘함께’를 뜻하는 ‘com’의 축약

형이며, 예를 들어서 동사에 붙으면 ‘공동 작업하다’, 명사에 붙으면 ‘공동작

업’, 형용사에 붙으면 ‘공동 작업하는’이라는 의미가 된다. ‘공동 디자인

(Co-design)’이라는 용어는 ‘(다른 사람과)함께 디자인 한다’는 의미를 표현

하기 위해 쓰인다. 공동디자인의 저변에 깔려 있는 전제는 ‘디자인 인공물의

최종 이용자는 그 인공물이 어떻게 디자인될 것인지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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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Carroll 2006). 또 다른 기본 전제는 공동 디자인

이 여러 이해관계자와 행위자들에게 상황과 문제에 관해 공동으로 규정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디자인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이다(이상은 2013).

[그림 2-9] Co-design 구조도 

[그림2-9]을 통해서 공동디자인의 참여관계를 살펴보면 디자인 결과물의

Quality 유지는 전문가 집단(디자이너)이 주체(리더)로써 그 역할을 담당하

며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콘텐츠 구성과 디자인 프로세스를 이끌어 가게 된

다. Co-design은 이해관계자들과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이해를 필요로 한다.

Co-design은 디자인 접근방법으로서 새로운 여유와 가치를 생성시킬 수도

있지만 디자이너들에게는 디자인 철학을 밑바탕에 둔 접근방법과 새로운 기

술이 요구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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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대림 e편한세상 주부 아이디어 공모전 

현재 디자인 전문가들이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디자인은 다른 분야

보다 건축 분야에서 돋보인다. [그림2-10] 대림 e편한세상은 일방적으로 아

파트를 팔던 생각에서 벗어나 『진심 공모전』을 통해 주민들이 가지고 있

던 총 6995가지의 아이디어를 담아 아파트를 설계했다. 그 중 100여개의 의

견은 책으로 엮어졌다.

공동디자인은 설득과 권력이 연관된 현실참여이며, 상하계급관계를 지양

한다. 공동디자인은 이해관계자들과 행위자들 사이에 상호이해를 필요로 하

며, 역사적이거나 새로운 디자인 접근방법을 기꺼이 받아들인다(Fuad-Luk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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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동창조(Co-creation)

공동창조(Co-creation)은 넓은 응용 범위의 광범위한 용어이며, 두 명 이

상이 공동으로 경험하는 집단 창조의 행위이다. Co-creation은 디자인 결과

물이 아닌 디자인 과정의 경험에 보다 집중하는 참여과정으로 주체(디자이

너)는 결과물의 Quality를 결정하지 않으며 대중(참여자)의 경험에 집중한

다.

[그림 2-11] Co-creation 구조도 

Co-design의 콘셉트는 디자인 프로세스 단계에 걸쳐 적용된 집단 창조

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정의에 의해 Co-design(공동디자인)은 Co-creation

(공동창조)의 특정한 사례로 정의할 수 있다(Sanders 2009).

Co-creation란, 가치 형성에 있어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협력 혹은 참

여에 의한 과정(Prahalad 2004)이며, 기업과 고객이 공동으로 가치를 생성하

고 실현하는 것으로 서로 적극적으로 정보공유와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이상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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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프로세스는 혁신과 기회 개발이 이루어지는 ‘프리디자인(Pre-de-

sign)’, 디자인이 이루어지기 위한 리서치와 수정을 하는 ‘디자인 리서치·발

견’ 단계, 디자인의 탐구와 발달이 이루어지는 ‘디자인’ 단계, 실행·신상품 발

표·판매가 이루어지는 ‘마케팅·판매·유통’ 단계, 제품 사용과 서비스 경험이

이루어지는 ‘판매 후’ 단계로 이루어진다. Co-creation 활동과 관계는 디자인

프로세스의 각각 다른 단계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다(Prahalad 2002).

디자인과 공동창조의 개념은 경험을 통해 감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연결될 수 있다.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의 공동-디자이너(Co-design-

er)가 될 때 잠재적이었던 감정적 연결이 확장된다(Demirbilek 2003). 대중

(참여자)은 Co-creation 과정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공동 디자이너

(Co-designer)가 되며, 이를 통하여 그 제품과 서비스에 잠재되어 있던 감정

적 연결을 확장시킬 수 있다(이상은 2013).

[그림 2-12] Charity Scope 아이덴티티 

(이미지출처:http://www.scope.org.uk)

공동창조의 브랜드 디자인 사례로는 [그림2-12] Charity Scope(장애인

협회)의 아이텐티티가 있다. 로고에 사용된 다양한 심볼은 참여를 통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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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경험을 유도하여 디자인 되었다. 참여자가 디자인의 전문지식 없이도

쉽게 접근하여 창조적인 작업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 구축되어있

다.

또 다른 사례로는 『My Starbucks Idea』가 있다. 스타벅스는 이 서비

스를 통해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다른 사람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평가할 수도 있다. 스타벅스에서

는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실제로 제품 개발에 들어가는 과정을 리포트한

다. 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의 메뉴를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고, 여기에서 탄생한 제품들은 쉽게 초기 사용자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실패의 가능성을 낮추게 된다.

개인들은 오래 전부터 공동 가치 창출에 참여하고 싶어 했고, 네트워크

의 발달은 참여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제 공동창조는 개인의 경험을 전

략설계의 중심에 놓는 것을 의미한다(V Ramaswamy 2010).

2.4.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

Crowdsourcing(크라우드소싱)은 대중(crowd)과 외부 자원 활용

(outsourcing)의 합성어로, 생산·서비스 등의 기업 활동 일부 과정에 대중을

참여시키는 것을 말한다. 참여자의 기여를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참여자와

공유하는 것으로 저널리스트 제프 하우(Jeff Howe)가 2006년 6월 잡지 <와

이어드(wired)>에 처음 소개했다. 그는 ‘다수의 인력풀은 소수의 전문가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스타일이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전에는 해당 업계의 전문가들이나 내부자들에게만 접근 가능하였던 지

식을 공유하고, 제품 혹은 서비스의 개발과정에 비전문가나 외부전문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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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개방하고 유도하여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이다. 내부의 전문가

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소유한 자원 및 결과를 공유하고 개방하여 해당

또는 다른 분야 전문가 혹은 일반 대중과 함께 연구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크라우드소싱은 외부 자원을 활용해 창의력과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고 그

대상 범위를 크게 늘려 비용을 낮출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처럼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대

중들로부터 십시일반 후원받는 것, 위키피디아(Wikipedia)6)처럼 누구나 자유

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 등을 크라우드소싱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그림 2-13] Sheep Market Project

(이미지출처:http://www.thesheepmarket.com)

6) 위키피디아(Wikipedia)는 참여자를 특정 그룹에 국한 시키지 않고 범세계적으로 확장하여, 참여로 만

들어진 콘텐츠를 다른 사람이 수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시킨다. 참여와 공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23

[그림2-13]는 구글(google) 크리에이티브랩 데이터 아트 팀의 디렉터 애

론 코블린(Aaron Koblin)의 The Sheep Market Project이다. 2005년 크라우

드소싱 프로그램 형태의 The Sheep Market은 사용자가 양 한 마리를 그려

주면 2센트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 프로젝트에 10,000명의 사람들이

참여했고 600종이 넘는 전혀 다른 모양의 양 그림이 모였다. 그는 이후 지

금까지 크라우드소싱 형태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의 창작경험을

제안하고 있다.

[그림 2-14] Crowdsourcing 구조도 

Outsourcing과 Crowdsourcing은 외부의 능력을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Outsourcing이 소수 전문가의 도움에 중점을 두었다

면 Crowdsourcing은 외부의 다수 비전문가에까지 그 영역을 확장시킨다는

점이 다르다. Outsourcing은 전문가를 찾아서 활용하는 파레토 법칙7)에 근

거한 경영방법이고 Crowdsourcing은 다수의 참여자들과 협력하는 롱테일

7) 파레토(Pareto)법칙 또는 80 대 20 법칙은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

을 가리킨다. 이 용어를 경영학에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조셉 M. 주란이다.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의 이름에서 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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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8)에 근거한 경영방법이다. 또한 Outsourcing은 결과의 질을 높이기 위

한 것이고 Crowdsourcing은 결과의 양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비용

을 제공하고 결과를 받는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지식을 공유하고 상호 광범

위하게 협력하는 개념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Crowdsourcing을 확장

된 Outsourcing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림 2-15] 참여를 유도하는 디자인의 분야별 특징 

앞서 살펴본 4가지 참여를 유도하는 디자인은 전문가(디자이너)와 대중

(소비자, 수용자)의 관계에 집중하여 참여의 형태를 Collaboration(협업),

Co-design(공동디자인), Co-creation(공동창조), Crowdsourcing(크라우드소

싱) 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4가지 참여디자인은 디자인 결과물의 Quality

보장성에 따라 Collaboration과 Co-design 그리고 Co-creation과

Crowdsourcing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전문가 집단(디자이너)이 주

체가 되는 Collaboration과 Co-design는 대중의 참여를 과정으로 사용하여

결과물에 반영하므로 디자인 최종 결과물의 Quality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지만, 참여자의 창작자로서의 주체의식과 결과물에 대한 감

8) 롱테일 법칙(Long Tail’s Law)은 80%의 비핵심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창출

한다는 이론이다. 미국의 인터넷 비즈니스 잡지 와이어드의 편집장인 크리슨 앤더슨이 처음으로 사용했

다. 파레토 법칙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역 파레토 법칙’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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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연결은 다소 낮을 수 있다.

경험에 집중하는 Co-creation과 Crowdsourcing은 앞의 두 경우와 반대

로 결과물 최종 Quality를 보장 할 수는 없지만 경험을 통한 참여디자인 프

로젝트와의 감정적 연결로 제품 혹은 서비스의 보다 높은 몰입과 애착을 기

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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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공익캠페인과 참여디자인의 이해

1. 공익캠페인의 본질

1.1. 공익캠페인의 정의

캠페인의 사전적 정의는 라틴어로 평야·평원을 뜻하는 ‘캄푸스(campus)’

에서 유래한 말로써 캠프(camp)나 캠퍼스(campus)도 같은 어원이다. 야전

(野戰)이라는 뜻에서 비롯되었으며, 선거전·선거운동, 또는 어떤 정치적·사회

적 목적으로 문화단체·노동조합·출판보도 관계자 등이 조직적·계속적으로 벌

이는 운동이다. 광고 분야에서는 주로 신문지면이나 대중 매체를 동원하여

일정기간에 걸친 종합적인 광고계획을 말한다. 현대에는 캠페인에 의하여

그 언론성(言論性)이 가장 강력하게 발휘되지만, 여기에는 민중을 계몽하고

교육하는 긍정적인 면과,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여론을 동조하게

하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다양한 캠페인의 성격 중 사회전체의 이익을 바탕으로 하는 공익캠페인

의 정의는 ‘한 집단이 커뮤니케이션적인 노력을 통하여 다른 집단의 믿음,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목표 수용자들에게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

는 공익 메시지’ 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공익성이란 개념을 살펴보면, Lippmann의 공익성은 인간이 바르

게 보고 합리적로 생각하고, 공평하고 자비롭게 행동할 때 선택되는 행위라

고 정의하고 있고, Alexanders는 공익성을 공익봉사라는 규모의 개념으로

보고 이는 이상적이고 도덕적 인간이 도달하는 규범적 진실에 있으며, 미래

에 있어서의 다수의 행복을 위한 현재 존재하는 소수의 주장이 공익성이라

설명하고 있다(우에조 노리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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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캠페인(Public Communication Campaign)의 공통된 원칙인 개혁

(reform)은 사회와 개인의 생활을 개선시키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여기서

개선이란 오늘날 건강치 못한 우리의 생활, 비민주적인 관습, 환경의 파괴,

교육이나 건강을 다루는 비효율적인 공공제도 등과 같은 것들을 개혁시키려

는 시도와 같이 역사의 각 시기에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가치들로 정의(Rice

and Atkin 1989. 한정호, 이현우 1999 재인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공익캠페인은 한 집단, 즉 개혁 추진자에 의해 실행되는

체계화된 노력으로, 다른 사람들(표적 수용자)이 기존의 생각이나 태도, 습

관, 행동을 포기하거나, 그 캠페인을 수용하고 행동을 수정하도록 설득하는

것(김성훈, 양병화 2005)을 의미한다.

1.2. 공익캠페인의 목적

공익캠페인의 발생요인을 심리학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연구가 있다.

이타적 행동에 관한 연구자들은 인간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유를 몇 가

지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우선 유전적이며 진화적인 견해인 생물사

회학(sociobiology) 관점에서는 인간에게서 이타적인 행동이 없었다면 인간

이 생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다.

즉 개체의 생존에 도움을 주는 유전적으로 결정된 특성은 전달되는 경향

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이 있는 개체는 이러한 특성이 없는

개체보다 생존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친 사회적 행동을 설명

하는 두 번째 견해는 사회적 진화(social evolution)로서, 생물사회학적 견해

에서 강조하는 생물학적 요인보다 사회적 요인이 이타 행동에서 더 중요하

다고 주장한다. 생물학적 견해는 자기의 양육과 같은 기본적인 행동은 설명

이 되지만 복잡한 행동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보다 복잡한 친 사회적인

행동 예를 들어, 집단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법과 기술들은 사회적으로 유

익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사회의 규범과 규칙이 되어 선택적으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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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다는 것이다. 만약 집단의 구성원이 이러한 규범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이다(오세

진 1999).

공익캠페인의 사상에 대한 보편적인 논리근거는 사회공학철학(social en-

gineering philosophy)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 공학자들은 공익캠페인이

다음과 같은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첫째, 개인과 집단적인

재앙의 방지 둘째, 시민의 거주 및 환경의 보호 셋째, 민주주의의 보호 등

이다. 이러한 목적들은 공중에 대한 책임으로 전환된다. 보호자로 지정 받은

기관들은 공공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해서 공중들로 하여금 이러한 책임을 수

용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교육과 정보제공, 그리고 설득을 해야 하는 책임(한

정호, 이현우 1999)을 부여받게 된다.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하지 않고, 해야 할 행동은 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령

이나 강령 통해 인간의 행동을 강제(enforcement)하기도 하고 제도적 혹은

기술적 조치(engineering)를 통해 행동을 반강제로 유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자발적인 방법만으로 사회의 질서유지와 발전을 모두 이룩할 수는

없으며, 본질적인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사회를 위한 공익캠페인의 역할이 강조되며,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사

회적인 교육(education)을 추가하는 것(김성훈, 양병화 2005)이다. 요컨대 공

익캠페인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용자의 인지, 행동, 태

도, 가치의 변화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공공의 의식수준향상과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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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익캠페인의 변화

전통적으로 공익캠페인은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고’라는 커뮤니케

이션을 기법을 기반으로 하였다. 그러나 공익광고는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사전에 조직적으로 계획된 의도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큰 규모의 일반

수용자를 상대로 일정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활동을 벌이는 공익캠페인의

한 요소이다. 지금까지 공익광고는 일방적이고 지시적이며 홍보적으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과 주제

가 포괄적이라는 점 그리고 수용자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 수동적이라는

점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림 3-1] Blood Bath 2002/ Yossi Lemel

(이미지출처:http://good50x70.org/2009/jury/yossi-lem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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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은 2002년 이스라엘 디자이너 Yossi Lemel에 의해 디자인된 포

스터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반전을 주제로 담고 있다. 포스터는 두 지

역 간의 전쟁의 폐해를 강한 시각적 메시지로 전달하였다. 2002년 Brno

Graphic Design Biennial에서 이 포스터에 금상을 수여했다.

[그림 3-2] We Love You 2012/ Ronny Edry

(이미지출처:http://www.ted.com/talk/israel_and_iran_a_love_story.html)

[그림3-2]는 2012년 이스라엘 디자이너 Ronny Edry의 이스라엘과 팔레

스타인의 반전 포스터이다. 디자이너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Facebook)에 공개하였고 이후 이란이언(Iranians)들로부터 받은 메시지로

두 번째 포스터를 제작하여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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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메시지로 만든 Ronny Edry의 두 번째 포스터

이후 이스라엘인(Israelites)들과 이란이언(Iranians)들은 이 포스터 디자

인에 자신들의 사진을 사용하거나 자신들의 메시지를 담아 포스터를 재창작

하고, 공유했다.

[그림 3-4] 사람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We Love You 포스터

이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포스터는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핀터레스트(Pinterest)와 같은 SNS를 통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세계의

많은 언론이 주목하고 이를 보도 하였다. 이 포스터는 이제 캠페인화 되어

지금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직접 제작하여 공유하고 확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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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SNS를 통한 We Love You 캠페인의 확산

2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이제 네트워크 환경 속에서 하루가 다

르게 발전하는 미디어를 사용하며 살고 있다. 대중이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

과 태도가 달라짐에 따라 사회전반이 달라지고 있다. 공익캠페인도 예외가

아니다.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태도는 공익캠페인의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하게 한다.

2. 참여디자인의 본질

2.1. 참여디자인의 개념

소프트웨어가 보편화됨에 따라 대중들은 디자인 도구의 사용이 용이하게

되었고, 작업들을 SNS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것 또한 용이하게 되었다. 이는

디자이너의 전유물이었던 디자인 작업이 사용자로 하여금 재생산, 재해석,

수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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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디자인의 초기 형태는 1950년대에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권리를 부여한 스칸디나비아의 노동자 경영 참가법과 미국의 노

동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Nieusma 2004). 참여디자인 형태는 개방과 협력이

강조되던 1970년대의 사조와 잘 맞았다. 그러나 참여디자인의 개념은 문학

과 예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 Umberto Eco(1962)는 “예술 작품은 작품에 대

한 표현과 해석, 두 가지 형태로 수용된다. 모든 작품은 그 자체만으로 새로

운 관점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예술 작품은 개방성을 가

지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여라는 형태를 띤다고 하였다. 작품은 해

석의 행위로부터 그 의미를 처음부터 다시 재생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Umberto Eco(1962)는 그의 에세이 <열린 작품>에서 좀 더 실체적인 방법

으로 미완성을 고려하는 방식을 탐구하였다. 열린 작품은 미완성이며 정도

의 차는 있어도 저자가 열린 작품을 사용자에게 건네는 행위는 마치 조립

키트의 부품을 건네는 행동과도 같다고 말했다(Armstrong 2011 재인용). 예

컨대 움베르트 에코가 “독일 작곡가 칼하인즈 스탁하우전과 이탈리아 작곡

가 루이지노 베리오 두 사람의 음악 작품이 청중과의 협업에서 나온다.”고

말했듯이, 오늘날의 참여 프로젝트는 완성된 작품을 단순히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작품 자체에 사용자가 의식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림 3-6] Dear Photograph 참여 프로젝트

(이미지출처:http://dearphotograp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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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kler(2006)는 ‘사람들이 금전적 보상 없이도 콘텐츠를 창조하고 공유

하는데 힘을 쏟는 이유는 타인과 연결되어있다는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즉 대중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

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참여적 디자

인의 중요한 콘셉트는 모든 사람들이 창조적이고 그들의 삶에서 창조할 수

있는 배출구를 찾는다는 것에 있다(이상은 2013). 대중은 참여를 통해 수동

적 수용자에서 활동적 기여자가 되며, 자신의 자아를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

과 소통하려는 욕구를 해소한다. 이제 참여디자인은 보편화된 디자인 도구

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디자인 분야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2.2. 참여디자인의 특징

참여디자인 작업은 사용자가 기여하는 콘텐츠(시각적 형태, 주제를 담은

내용, 물리적 활동)를 초기의 형태보다 더욱 훌륭하게 변화시키는 것

(Armstrong, 2011)이며,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

을 활용해 체험을 디자인함으로써 수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끄는 것

(Brown, 2009)이다.

[그림 3-7] 참여디자인 형태의 OCAD University Logo

(이미지출처:http://www2.ocad.ca/visualidentity)



36

참여디자인 콘셉트는 공동창조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 수용자는 참여과

정에서 공동창조를 경험하게 된다. 경험은 감성, 상황, 상징이 중요

(Holbrook and Hirschman 1982)하며, 이것은 수용자를 공동창조 과정에 참

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Payne et al. 2009). 또한, 공동창조 과정의 경험에

서 수용자는, 수동적 관객에서 적극적 플레이어로 전환한다(Vargo and

Lusch 2004, Prahalad and Ramaswamy 2000). 공동창조를 통한 참여디자인

은 참여와 경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수용자의 역할과 참여 정도에 따

라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8] 참여디자인 형태의 Walker Art 오프닝 캠페인

(이미지출처:http://design.walkerart.org:8083/index.wac)

참여디자인의 장점은 다양하다. 참여를 사용한 아이디어는 서비스나 제

품 개발 과정들을 개선시키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협력과 창의성 수준을 증

진시킬 수 있다. 또한 사용자들의 참여는 고객들의 만족도 및 장기간 충성

수준을 높일 수 있다(이상은 2013). 현재 많은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이 참여

디자인 과정을 통해 나오고 있다. 참여디자인 과정에는 프로젝트에 관련한

이해 관계자들, 연구자들, 디자이너들의 의견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

하여 사용자나 고객들을 디자인 과정에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하여 참여 시

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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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디자인은 참여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디자인 프로

세스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역사적이거나 새로운 접근방법들을 수용하는 특

징이 있다. 또한 참여디자인은 디자인 접근방법으로서 새로운 여유와 가치

를 생성시킬 수도 있지만, 디자이너들에게는 철학을 밑바탕에 둔 디자인 접

근방법과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기도 한다.

2.3. 참여디자인 사례9)

참여디자인은 보다 민주적이며, 개방적이고 흡수력 있는 디자인 프로세

스의 핵심으로서 비영리 부분에서도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참여형 공익캠페인 디자인은 전통적 공익광고 방식에서 벗어나 수용자의

경험을 지원하는 과정을 구축하는 것에 집중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경험중심의 참여디자인 실제사례와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

다.

1) Looking for love again

이 캠페인은 미국 알래스카 ‘페어뱅크스’시의 중심부에 10년 넘게 폐쇄되어

방치된 건물을 이용하여 도시의 교류를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에 대

한 고민으로 시작되었다.

[그림 3-9] 미국 알래스카 페어뱅크스시의 방치된 건물 

(이미지출처:http://lookingforloveagain.org)

9) http://slowalk.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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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이름은 Looking for love again으로 한때 사랑 받았던 이 건물을

다시 사랑할 방법을 찾는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건물 표면에는 두 가지 섹

션으로 나누어진 칠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한 면은 ‘기억’에 관한 것을 쓰는

부분이고, 한 면은 ‘희망’에 관한 것을 쓰는 부분이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빌

딩을 잊고 지나쳤지만 칠판 하나를 통해 지나간 자신들의 멋진 과거를 기억

해 내고, 그 과거를 공유하는 순간 그 도시의 사람들은 함께 삶을 살아온

친구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3-10] Looking for love again 캠페인 프로젝트 

(이미지출처:http://lookingforloveagain.org)

이 프로젝트는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진행이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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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추억과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모

인 의견들은 알래스카 연방정부에 전달되었고, 이 캠페인을 통해 시내의 경

제가 활성화 되었으며, 이 건물의 사용발전 방안과 도시에 대한 좋은 아이

디어가 모이고 있다.

2)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말풍선 『I Have, I Need』

[그림 3-11] 『I Have, I Need』 캠페인 프로젝트 

(이미지출처:http://feeldesign.com)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말풍선,『I Have, I Need』는 세상에는 환경을 위

한 많은 아이디어가 존재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은 소통임을 보여

준다. 이 소통을 위한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한 방식으로 실행된다. 프로젝

트는 말풍선 모양의 칠판과 칠판을 걸 수 있는 공간만이 필요하고,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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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말풍선은 근처에 사는 커뮤니티 구성원에 의해 채워진다. 구성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 중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자신의 연락처와 함

께 말풍선 칠판에 적는다. 또한,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이나 서비스를 연락처와 함께 적는다. 이렇게 서로 연락처를 공유한 후,

필요한 것을 나누면 된다. 서로 필요한 것을 적고 나눔으로써, 물건을 재활

용할 수 있고, 말풍선 칠판을 통해 소통하는 커뮤니티의 개념을 다져갈 수

있다. 『I Have, I Need』 말풍선은 프로젝트는 멜버른 시내 곳곳에 설치되

어 있다.

3) 뉴욕시의 시민 참여 플랫폼 『Change by Us』

[그림 3-12] 『Change by Us』캠페인 프로젝트 

(이미지출처:http://nyc.changeby.us)

『Change by Us』은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Giv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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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ute(GAM)’이란 시카고에서 처음 시작한 시민 참여 플랫폼과 같은 형태

를 취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더 나은 뉴욕시를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

유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며, 자원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프로젝트가 만

들어지면 원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다. 프로젝트를 꾸리기 위한 자원(지

식, 펀드)도 NGO나 공공기관을 통해 마련할 수 있도록 시에서 연결해 준다.

시연 방식은 포스트잇에 나의 아이디어를 남기면 아이디어 보드에 나의 아

이디어가 추가되는 방법으로 다른 소설미디어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 플

랫폼은 시민들과 시를 연결하는 허브의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 뉴욕시민

이 그들의 아이디어를 보내면 뉴욕시 담당 공무원, 비영리단체 또는 다른

조직의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모아

진 아이디어들은 혁신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혁신적인 것을 찾는 것이 이

캠페인의 목표는 아니다. 공공 브랜드에 클라우드소싱을 도입하여 시민참여

라는 방식을 통해 혁신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4) 환경보호를 위한 작은 약속 『Greening』

[그림 3-13] 『Greening』 캠페인 프로젝트 

(이미지출처:http://syslight.junglr.co.kr/130043719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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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ing』은 환경보호를 위한 작은 약속을 담은 팝업 입체카드다. 이 프

로젝트는 개인의 환경보호 실천을 이끌어내는 아이디어로 사용자의 참여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낱장의 종이 일 수도 있다. 손바닥만 한 작은

크기의 직사각형 종이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 한 그루가 그려져 있

고, 상단에 “나 ( )은 종이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하겠습니다.”, “나( )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있을 뿐, 사용자가 빈

칸에 제 이름을 적고, 녹색 지장을 찍어 가지만 앙상한 나무에 푸른 잎사귀

를 달아주고, 이를 반듯하게 접었다 펼쳐 형태를 만들어야 비로소 완성된다.

이렇듯 『Greening』은 결과보다는 그것이 만들어지는 참여에서 더욱 그 의

미를 찾을 수 있다. 빈 칸에 이름을 적는 행위, 녹색 지장을 찍는 행위 등

일련의 참여적 행동을 통해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나의 실천이 나무를 아끼

고 지구를 보호하는 일임을 재확인한다. 환경보호에 대한 개인의 적극적인

실천과 참여의지를 쉽고 기분 좋게 이끌어낸다.

5) One Day on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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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One Day on Earth 캠페인 프로젝트 (이미지출처:http://www.onedayonearth.org)

2008년부터 시작된 One Day on Earth 캠페인은 사람들의 참여와 공유의

힘을 통해, 하루 동안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갈등, 비극, 그리고 승리의 순

간을 담아내고자 기획되었다.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One Day on

Earth 사이트에 가입한다. 공지된 정해진 날의 당신의 경험을 기록한다. 기

록한 사진이나 영상을 웹사이트에 업로드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

을 감상한다. 이렇게 기록되고 모아진 영상들은 한편의 다큐멘터리로 만들

어 진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이, 다른 누군가에게

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6) 녹색 보행자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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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녹색 보행자 캠페인 프로젝트 

(이미지출처:http://slowalk.tistory.com/647)

이 프로젝트는 다국적 광고회사 DDB China가 중국 환경보호 재단을 위해

시작되었다. ‘녹색 보행자 캠페인’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퍼

포먼스 회화에 가깝다. 도로 건널목에 나무 밑그림이 그려진 대형 화폭을

설치해 놓고, 건널목을 건너는 보행자가 건널목 양 쪽에 설치해 놓은 녹색

잉크(환경에 해가 없는 자연소재 물감)를 발로 밟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

다. 보행자들의 이동을 통해 나무의 잎이 무성해 지고, 나무가 자라는 모습

을 볼 수 있다. 운전자 또한 나무를 보면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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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ear photograph

[그림 3-16] Dear photograph 캠페인 프로젝트 

(이미지출처:http://dearphotograph.com)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Dear photograph 프로젝트는 오래전에 찍은 추억

이 담긴 사진을 들고 다시 그 자리에 찾아가 사진을 들고 카메라 앵글에 정

확이 맞추어 또 하나의 사진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오프라인을 통한 참여와

온라인을 통한 나눔으로 프로젝트를 확산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참

여를 통해 잊혀진 옛 시간을 추억하며, 관계의 소중함을 되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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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ncredible Edible Project (Todmorden)

[그림 3-17] 텃밭을 공유하는 토드모든(Todmorden) 마을

(이미지출처:http://www.incredible-edible-todmorden.co.uk/home)

기차역, 경찰서, 학교, 도로, 주차장, 보건소, 운하 옆길, 심지어 묘지에 이르

기까지 조그만 땅이라도 남는 곳에는 모두 채소와 과일, 그리고 허브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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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놓은 신기한 마을이 있다. 어디를 가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작물이 자

라나고 있고 누구든 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있다. 영국의 작은

마을, 토드모든(Todmorden) 의 4년째 이어져온 먹거리 프로젝트(Incredible

Edible Project)이다.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다는 것이다. 씨앗을 교환하고, 심고 재배하고 나누는 이 모든 과정을 주민

들이 스스로 나서 직접 가꿔나간다. 또 누군가는 블로그를, 누군가는 식물의

이름과 관리법을 디자인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이 프로젝트의 성

공을 이끌어 냈다.

2.4. 참여디자인 레벨

참여디자인 레벨은 수용자가 참여라고 느끼는 각 단계의 경험을 기획 할

때 기준이 되어 줄 수 있다. 각 단계는 Sanders와 Simons의 창조성 레벨을

기준으로 정리되었다.

[표 3-1] 창조성 레벨을 바탕으로 한 참여디자인 레벨

Sanders와 Simons(2009)은 창조성을 4가지 단계로 설명하였다. 각각은

단계에 따라 도달하는 창조성 레벨에 차이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장 기

본적 창조 수준으로 ‘움직이는 것(doing)’ 또는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

(accomplishing)’을 통한 생산적 활동(productive activity)이다. 사람들은 빨

래를 하거나 빨래를 정리하는 행동만으로도 창조적이라고 느낀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좀 더 발전된 단계로 ‘수용(adopting)’이다. 수용은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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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개인적 방식을 바꾸는 것이거나 어떤 물건을 통해서 더 낳은 기능적

필요를 성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평소에 하지 않는 일, 반

바지를 입는 것만으로도 창조적이 되었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

는 ‘만들기(making)’이다. 만들기는 자신의 손과 마음을 사용하여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통 가이드라인이 되어주는 설명

서와 재료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지, 재료의 타입은 무엇인지 등의 내용이 설명되어져 있다. 가장 상위단계인

네 번째 단계는 ‘창조(creating)’이다. 이 행위의 동기는 자신을 표현하거나

혁신(innovation)하기 위함이다. 하나의 아이템을 만들고 디자인할 때 사람

들은 누구나 확실히 창조적이라고 느낀다.

참여디자인 레벨은 창조성 레벨을 기반으로 하여 3가지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창조성 레벨의 ‘수용(adopting)’에 상응하는 단계로

수용자의 참여가 디자인의 콘텐츠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크라우

드소싱의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 수용자는 완성된 결과물 가치를 알기 어

렵다. 그러나 집단 지성으로 디자인 과정의 한 부분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

이다. 참여디자인의 두 번째 단계는 ‘만들기(making)’의 단계와 유사하다. 수

용자는 디자인의 콘셉트와 목적을 이해하고 결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콘

텐츠로 참여하는 단계이다. 공동디자인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공동 창조의 단계로 기획자(디자이너)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

용하여 창작자·창조자의 역할로 디자인에 참여한다. 수용자는 자신의 창의력

을 발휘하여 디자인을 완성한다. 이 단계에서 디자이너는 과정을 기획하고

디자인할 뿐 조형적 결과물에 참여하지 않는다. 단계별 특징의 이해는 참여

디자인 설계시 수용자의 참여 태도와 참여 수준 결정하는데 기준으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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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익캠페인 발전 논의

과거의 공익 캠페인을 이끄는 주체들은 1.지원 단체들 2.언론매체들 3.

정부였다. 이 주체들은 항상 능동적이면서도 독립적이었다. 지원 단체들은

어떤 쟁점들을 옹호할 자격을 지니고 있으며 언론매체들은 공중에의 접근을

가능케 했고, 정부는 정보와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해 캠페인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디자이너들은 주로 그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캠페인을 제작함으로

서 캠페인에 이바지 했다. 그러나 과거 수많은 공익캠페인들은 그 좋은 취

지에도 불구하고 절차와 효과 면에서 매우 회의적인 경우가 많다. 수용자들

을 고려하지 않은 캠페인의 주체자 위주의 일방적인 설득과 주장은 목적달

성의 어려움을 겪는다.

공익캠페인의 특성은 목적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으며 혹은 수단을 통

해서도 접근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캠페인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영

향을 미치려는 ‘사회통제’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사회 통제적 관점은 두

가지 한계점은 가지는데 많은 캠페인이 사회통제로 정의되기는 어렵다는 점

과 많은 경우 기술조치와 강제조치는 교육의 강력한 대체수단이 되기 어렵

다는 것이다(Rice and Atkin 2012). 후자의 경우 캠페인은 ‘비상업적 광고라

부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장르’로 볼 수 있다. 교육이 사용 가능한

유일한 전략이 되면 관심은 ‘커뮤니케이션의 과정’ 문제로 옮아간다. 현대의

캠페인은 언론인, 방송제작자, 교육자, 소수 전문가들과 같은 사람들의 기술

과 본 논문 제2장에서 살펴본 변화한 수용자(소비자)들의 참여를 함께 고려

할 수 있다. 캠페인의 기획은 이 모든 기술을 합쳐 변화된 커뮤니케이션 환

경에 적합한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고안해 내는데 그 이유는 이 각각의 목

표수용자들이 현재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설득메시지를 소화하고 또 거기

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공익캠페인 관련한 국내 기존 연구 및 논의를 살펴보면 크리에이티브 관

련 연구 및 논의부분에서 공익캠페인의 크리에이티브 효과는 주제별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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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개요인들 특히, 수용자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익캠

페인 기획 및 제작 이전에 해당 주제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을 철저히 규명

하고, 공익광고의 크리에이티브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

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요구된다.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첫째, 공익광

고의 수용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려 및 분석이 요구되며, 둘째, 시대적

흐름과 수용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표현방식이 요구된다. 셋째, 실

질적으로 설득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매체의 활용 및 새로운 매체의 개발과 도입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하봉준 한희정 2011).

공익광고 관련 의견조사를 2011년 공익광고 종합발전방안 연구의 조사를

바탕으로 일반인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우리사회에서 공익광고 역할의 중요

성에 대하여 63%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매체 접촉에 대해서는 78%

이상이 다양한 매체를 믹스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매체의 활용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공익광고의 효

과 중 커뮤니케이션 효과와 관련하여 공익광고를 보고 ‘사회의 중요한 문제

를 인식한 적’은 57.7%, ‘공감이 간 적’은 65.6%,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겠다

고 마음먹은 적’은 46.0%,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개선한 적’은 39.9%가 ‘가

끔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전문인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크리에이티브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

해서 ‘가슴(정서) 호소’, ‘공감과 소통’, ‘현실 생활에 밀착된 구체적이고 임팩

트 있는 소재의 발굴 및 활용’,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구

체적인 메시지 전달’ 그리고 ‘정형적인 패턴을 벗어나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표현기법 활용’ 등이 제시되고 있다.

매체활용에 관해서는 효과적인 매체믹스 방향으로 크로스 미디어 전략을

구사해야 하고, 더불어 타깃별로 적합한 매체믹스의 추진 및 매체별 특화된

아이디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중매체와 함께 집행해야 할 매체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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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인터넷 및 모바일이다. 다음으로 많이

제시되는 것은 수용자의 직접적인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매체의 활용이다.

SNS의 활용에 대해서는 공익캠페인의 주제, 목표, 타깃 등과 연계하여 국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발적 주도를 위해 활용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많다(하봉준 한희정 2011).

이를 통해 현재의 공익캠페인의 결과가 행동변화에는 그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공익캠페인은 행동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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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참여디자인 형태의 공익캠페인 전략

1. 참여디자인 형태의 공익캠페인 전략 방향

1.1. 라자스펠트와 멀튼의 ‘성공적 캠페인 조건’

많은 연구자들은 성공적인 사회 변화를 위한 캠페인의 조건들을 분석해

왔다. 그 중 라자스펠드와 멀튼의 성공적인 매스미디어 지향적인 정보 캠페

인을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Lazarsfeld and Merton 1949).

1)독점

정보 캠페인은 미디어 내에서 독점적 이여야 한다. 독점이 유지됨으로서 캠

페인의 목적과 반대되는 메시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 사회경쟁

체제에서 비슷한 목표를 추구하거나 다른 사회적 요인들로 인하여 경쟁 관

계에 있는 캠페인들은 미디어 독점을 방해할 수도 있다.

2)형성

대중적이고 정보지향적인 사회 캠페인들은 호의적인 공익적 태도원리에 의

존한다. 상업광고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태도를 주입 시키거나 새로운 행동

패턴을 창조하기 보다는 한 방향이나 또 다른 방향으로 현재 태도나 행동을

바꾸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지만, 공익캠페인은 새롭게 사회적 태도를 형성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태도는 변화보다 강화되기 쉬운 것이

일반적이다.

3)보안

사회 캠페인들은 매스미디어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이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보안될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들은 것을 토의할 수 있다면 정보를 더 잘 처리하고 변화를 더 잘 받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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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라자스펠트와 멀튼의 성공적 캠페인 조건을 매스미디어 지향점에서 바라

보았을 때에도 대인커뮤니케이션 필요를 지적했듯이 사회마케팅 관점에서도

대인커뮤니케이션은 공익캠페인에서 사용할 재원으로 본다. 이는 매스미디

어의 효과가 캠페인에 노출된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장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대인커뮤니케이션은 캠페인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행사한다. 커뮤니케이션 문헌들은 매스미디어는 캠페인

메시지의 인지와 지식을 획득하는데 더 효과적이며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실

지 행동을 유발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보편화된 가정을 하고 있다(한정호

이현우 1999 재인용).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수용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

공적인 공익캠페인은 커뮤니케이션의 질에 대한 접근과 보안이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도 많은 관련자들과 사회 마케팅

종사자들이 공익캠페인 방법을 매스미디어 지향의 광고에 집중하여 생각한

다. 그러나 이제는 대인커뮤니케이션의 실행가능성을 구체적인 모델을 통해

서 연구할 시기이다. 현재의 대중들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가 목표라

면 대인간 채널 개발에 대한 연구의 가치는 충분할 것이다.

1.2. 설득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법론

설득커뮤니케이션의 정의를 살펴보면 수사학의 아버지인 Corax는 ‘설득

이란 청중으로부터 화자가 바라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기술’이라고

정의하였고(McCroskey 1968), 철학자 Platond은 ‘설득 혹은 설득술이란 언

어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

다(Black 1965). 수사학으로 시작된 설득학문은 19세기까지 계속적으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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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왔다.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Bacon은 ‘설득이란 다른 사람의 의지를 유

발시키기 위하여 감성에다 이성을 결부시키는 수단’이라고 정의(차근배 외

1992)하였고, 현대에 와서 설득을 커뮤니케이션 입장에서 보기 시작한

Hovland(1953)등은 ‘커뮤니케이션 이란 한 개인이 다른 개인들의 행동을 변

용시키기 위하여 주로 언어적 자극을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이후

Hovland 등의 정의는 다른 학자들에게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졌는데,

Fotheringham(1996)은 ‘설득 커뮤니케이션 이란 설득원이 바라는 그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주로 메시지를 통하여 수용자들로부터 어떤 의도된 행동

을 유발시키는 역동적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같은 관점에서

Bettinghaus(1968)은 ‘설득이란 한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변용시키고자 하

는 의도적 커뮤니케이션’ 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정의를 종합하

면 설득커뮤니케이션 이란 ‘한 개인 또는 집단이 커뮤니케이터가 어떤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언어나 그림 등으로 구성된 메시

지라는 기호적 자극을 어떤 매체를 통하여 특정의 수용자들에게 전달, 수용

자들로부터 어떤 의도한 반응을 유발하는 행위의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

다. 이러한 설득의 과정을 통하여 설득커뮤니케이션의 궁극적이 목표는 수

용자의 태도나 의견 또는 행동을 변화 시키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리대용

1998 재인용).

설득커뮤니케이션은 오늘날 정치학, 경영학, 사회학, 종교학, 교육학, 군

사학, 미학 등의 사회 각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을 현대사회 안에서

역할에 따라 그 형태를 크게 나누어 보면 영리적 관점으로 마케팅 커뮤니케

이션, 비영리적 관점으로 정치적 설득, 그리고 사회문화적 공익캠페인이 있

다.

이제 공익캠페인 전략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연구체계들을 간략하게 살

펴보겠다. 설득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한 공익캠페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용

자의 태도변화이다. 그러므로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위계모형의 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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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캠페인 전략의 이론적 기반이 되어 줄 것이다. 그러나 그 중 어떤 하나

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연구 체계를 가

능하게 했던 전반적인 사회상황이 각기 다르고, 또한 오늘날엔 설득커뮤니

케이션 영역이 사회전반으로 확대되어 적용되기 때문이다.

설득커뮤니케이션의 효과인 태도변화에 대한 초기의 관점은 S(stimulus)

로부터 얻어지는 반응 R(respone)이 연결됨으로서 태도변화를 가져온다는

학습 이론적 태도의 관점에서 시작하여 S→R이라는 단순한 과정에 의한 태

도변화가 아닌 유기체 O(organism) 내부의 작용을 함께 고려하는 S→O→R

의 관점으로 진행되었다. 최초의 효과 위계모형으로는 Strong(1925)의

AIDA (attention→interest→desire→action)모형으로 수용자의 주의

(attention), 흥미(interest), 욕구(desire), 그리고 행동(action)에 도달하는 모

형이다. 또 다른 위계모형으로는 Colley(1961)의 DAGMAR(defining adver-

tising goals for measured advertising results)모형으로 각 단계는 무지→인

식(awareness)→이해(comprehenson)→확신(conviction)→행동(action)의 단계

로 되어있다. 이후 Ray(1973)와 같은 후기연구에서는 계층모형의 단계들이

항상 순서대로 일어나는가에 의문점을 가지고 DAGMAR 모형을 활용하여

learn(인식,이해), feel(확신), do(행동)이 상황에 따라 반응단계 순서가 달라

진다고 하였다. 이것은 learn→feel→do 의 학습 위계(learning hierarchy)와

do→feel→learn 의 부조화/귀인 위계(dissonance-attribution hierarchy) 그리

고 learn→do→feel 의 저관여 위계(low-involvement hierarchy)로 세 가지

유형(리대용 1998)이 있다. 학습위계는 학습이 태도나 행동의 변화보다 선행

한다. ‘학습하고-느끼고-행하는’형태의 가장 보편적인 위계이다. 부조화/귀인

위계는 학습위계와 정반대 구조로 행동이 선행함에 따라 태도가 영향을 받

고 이로 인해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관점이다. 마지막으로 저 관여 위계는

반복적인 노출로 학습된 수용자는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를 사용해 행동하

게 되고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통해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김영석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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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 무지 (ignorance)

수동의상태제2단계 거부(denial)

제3단계 인식(acknowledgement)

비약(jump)=깨달음. 정신적 각성 (spiritual awakening)

제4단계 참여(commitment)

적극적인단계제5단계 적응 응용(adaptation)

제6단계 행동(action)

비선형적 위계 모델은 행동을 먼저 경험하게 되는 참여형 공익캠페인의

효과를 가장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참여를 통해 행동으로 메

시지를 인식한 수용자는 1)학습 하이어라키 처럼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행

동으로 실현하는 가능성, 2)부조화/귀인 하이어라키와 같이 참여를 통해 행

동함으로서 문제를 느끼고 인식하게 되는 가능성, 3)저 관여 하이어라키 처

럼 배운 것을 행동함으로서 다시 재인식 하게 되는 가능성 등 3가지를 효과

를 모두 기대할 수 있다. 기존의 선형적 위계 모델은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성취되어야하기 때문에 효과는 흔히 발산적인 것으로 제시 되었으나, 비선

형적 위계 모델은 학습된 메시지의 반복을 통한 설득적 효과와 더불어 행동

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캠페인의 설계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1.3. 사회공헌 6단계 이론의 발전 방향

와타나베 카즈오의 ‘사회공헌 6단계’이다. 그는 ‘사회공헌 6단계’를 통하여

수용자가 공익캠페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와타나베 카즈오 1992).

[표4-1] 와타나베 카즈오의 사회공헌의 6단계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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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무지 (ignorance)

캠페인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혀 모르는 단계, 혹은 ‘그러고 보니 신문이

나 텔레비전에서 들은 적이 있다’ 는 정도의 단계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제2단계-거부(denial)

전달된 메시지와 캠페인 활동에 대해 알았지만 반발, 거부하는 것이 이 단

계의 특징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

패러다임을 파괴하려는 이론에 생리적으로 거부 반응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

러운 것이다.

제3단계-인식(acknowledgement)

다음은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단계이다. 이것은 ‘비교(따라 하기)의식’에서 수

동적으로 인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비약 jump

제3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종의 ‘각오=jump’가 필요하

다. 점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동기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 점프는 그야말로 spiritual awakening=‘정신적 각성’이다.

제4단계-참여(commitment)

여기서 말하는 참여는 단순히 관념적으로 약속한다는 뜻이 아니라, 메시지

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강한 의지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제5단계-적응 응용(adaptation)

수용한 메시지를 어느 방면에서 구현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단계이다. 수용

한 메시지를 행동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59

제6단계-행동(action)

실행의 단계이다. 변화된 태도를 행동으로 실행함으로서 비로소 ‘마음의 보

수(psychic income)’가 따라오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1] 대중이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6단계-인식전환 필요

사회공헌의 6단계이론을 살펴보면 무지, 거부, 부인의 수동적 상태인 1,2,3

단계와 참여, 적응, 실천행동 단계인 적극적인 상태의 4.5.6 단계로 크게 구

분되어 있다. 소극적 단계에서 적극적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동

기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저자는 언급하고 있다. 공익캠페인의 메시지

수용단계로 전환하여 생각해 볼 때 수동적인 단계에서 적극적인 단계로 넘

어가게 하는 자극으로 경험과 참여디자인 형태의 캠페인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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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대중이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6단계-참여디자인 제안

수용자는 디자인된 참여를 통해 캠페인의 전달 메시지를 우선 적용하고 디

자인 전략에 따라 행동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수용자에게 캠페

인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

[그림 4-3] 대중이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6단계-참여디자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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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를 행동으로 인식한 수용자는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의지와 동일

화 할 수 있다. 또한 참여디자인은 각 단계를 순차적에서 순환적이며, 동시

적인 효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이론은 앞서 살펴

본 설득 커뮤니케이션 위계와 이후 살펴보는 커뮤니케이션 경험 행동 중심

이론을 기반으로 한 가설이다.

[그림 4-4] 대중이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6단계-참여디자인 적용 발전

2. 대인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경험과 행동중심 이론

2.1. 경험중심 이론

국어사전에 의하면, 경험(experience)이란 실제로 보고, 듣고 겪는 일, 또

는 그 과정 및 과정에서 얻는 지식이나 기능, 혹은 감각이나 내성을 통하여

얻게 되는 주관적 의식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는 ‘경험은 경험자체, 경험과

정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경험학습의 결과까지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

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경험은 감각과 성찰을 통하여 인간의 심성·감성과 이

성을 일깨우는데 단초가 되는 통합적 힘인 것이다.

존 듀이의 경험교육론에서 경험은 인식의 기원이며, 경험이란 이성과 대

립적인 것이 아니고 지성과 사고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경험계와 이성계,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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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질계와 정신계는 서로 분리되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작동하

는 활동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행하는 것(doing)과 아는 것(knowing), 신

체와 정신, 밖과 안, 외적 과정과 내적 과정, 즉 행위(action)와 사고

(thinking)가 모두 경험 속에서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는 통합적 입장을 견지

하고 있다. 존 듀이는 과정적 측면에서 볼 때, 즉 동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경험은 그 속에 외적 활동으로서의 행위와 내적 활동으로서의 사고가 동시

에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송도선 2009). 그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

장을 계속되는 문제 상황(problem situation)이라고 보고 있다. 크고 작은 경

험 상황에서 눈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문제 사태를 해결하는데 있어, 앞서

경험한 내용이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 알아내려고 애쓰는

과정, 즉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과정 자체가 바로 사고의 활동 과

정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문제 사태에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서

사고가 활발하게 작동된다고 보는 것이다.

번트 슈미트는 “경험은 어떤 종류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람에게

일어나는 개인적 이벤트이다. 경험을 이벤트-실제이든 가상이든-에 참여, 혹

은 관찰한 결과이다. 그러한 경험은 모든 생활상-우리의 센스, 느낌, 지능과

신체-을 포함한다. 경험은 인간존재의 이성적, 감성적 측면 양쪽 모두를 포

함하는 총체적 심리 반응이다”라고 설명한다(고경순 2004).

경험의 구매자들은 기업이 눈앞에 보여준 것에 참여한 것을 더 가치 있

게 생각한다. 인간은 교육, 모방, 통찰 그리고 경험(체험)을 통하여 학습한

다. 그 가운데서 경험을 통한 학습을 경험학습이라고 부른다(고경순 2004).

경험은 직접적 관찰과 참여로부터 일어난다. 경험은 대게 자동적으로 만들

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험은 제공하는 것이다.

경험의 정의에 대한 차이는 경험의 분류에서도 차이를 나타낸다. 이제

각각의 연구자들에 의한 경험 분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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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경험의 유형·영역의 분류10)

경험은 수용자 자신이 몸소 체험하는 직접 경험과 다른 매체를 통한 간

접 경험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경험을 시간 차원에서 볼 경우 사전 경험,

사후 경험, 그리고 과정 중 동시 경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위의 간접 경험

은 수용자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사전 인지적 경험의 성격을 띠며, 사용

(trail)을 포함한 실제 경험은 사후 경험이 될 것이다. 레저스포츠나 농수산

경작 및 채집 체험 그리고 서비스 상품은 고객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험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경험은 단순히 지적 자극의 수동적 수용, 혹은 이벤트나 상황의 주관적

심리해석 이상의 것으로 품질, 집약도(intensity), 의미 그리고 심리적, 감성

적 상황을 통합하고 있는 가치에서 얻어지는 계속적인 거래의 산물이다. 심

리학자들은 경험의 공통 상태를 정신적(cognitive), 감성적 반응(affective)

그리고 유도된 의도(conation)로 정의하였다. 경험은 일상생활 안에서 자연

적,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경험은 항상 일어나는 어떤 것에 대한 내적 인식(internal awareness)을 포

함하며, 개념적으로 모든 경험은 개인과 대상 혹은 환경 사이에 상호작용으

로부터 나온다.

선택대안의 범주에서 상호작용의 정도와 자극 양상에 따라 직접, 간접

그리고 가상적 경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 경험(direct experience)

은 시각(visual), 청각(auditory), 미각-후각(taste-smell), 촉각(haptic), 그리

고 방향(orienting) 감각을 포함하는 사람의 충분한 감각 능력으로서 수용자

(소비자)와 제품 간의 중간 개입이 없는 상호작용으로부터 일어난다. 수용자

(소비자)에게 직접 경험의 특성들은 보통 전통적인 광고에서 얻는 간접 경

험보다 한 제품에 대한 장래 소비 경험을 더 잘 예상하며 실행할 수 있다.

수용자(소비자) 학습에 관한 직접 및 간접 경험의 시사점을 탐색하고 있

10) Hirong Li et al. 2001. “Characteristics of Virtual Experience in Electronic commerce: A Protocol

Analysis” Journal of Interactive Marketing, Vol.15 No.3 summer.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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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자들은 일정한 환경 아래서 양쪽 유형을 위한 강한 지지를 보고하였

다. 예를 들어, 제품시용(product trial)으로부터의 직접경험은 소비자 판단

보다 높은 순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Smith & Swinynard

1988). 한편, 광고 같은 간접 경험은 직접 경험을 선도할 때 제품 탐색의 태

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비호의적인 사용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가

상경험과 간접경험 둘 다 매체(media)로부터 존재하므로, 하나의 중간경험

(고경순 2004)이라고 할 수 있다.

2.1.2. 파인II와 길모어의 경험영역11)

대중매체에서 흔히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산업이라 부르는 것은

연출된 경험영역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경험연출을 위한 경제적 가치

향상을 기존 상품에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덧붙이는 것 정도로 단정하기 쉽

다. 그러나 경험연출은 그저 고객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참

여(engaging)시키는 것이다. 고객들은 다양한 차원으로 경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림4-5] 경험영역

11) B.Joseph Pine II & James H. gilmore. 2001. “The Experience Economy: work in Theater & Ever

y Business a Stage, 신승현 옯김, 고객체험의 경제학,. 서울:세종서적.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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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는 다음과 같은 경험영역의 축을 가진다. 수평축은 게스트 참여

(guest participation) 단계에 대응하는 것으로, 스펙트럼의 한 쪽 끝에는 소

극적(passive) 참여가 자리 잡고 있다. 순전히 관객이나 청중의 입장에서 이

벤트를 경험하는 것으로 교향악 관람자들을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한

편 스펙트럼의 반대쪽 끝에는 고객이 직접 이벤트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험

을 이끌어내는 적극적(active) 참여가 있다. 이러한 참여자들로는 자신들이

창출하는 경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스키 애호가들이 있다. 그렇지만 스

키 경주를 관람만 하는 사람들도 완전히 소극적인 것은 아니다. 단순히 그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이벤

트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경험에 관한 수직축은 고객들과 이벤트를 결합시키는 연관성(connection)

이나 환경적 관계(environment relationship)를 묘사하고 있다. 이 스펙트럼

의 한 쪽 끝에는 흡수(absorption ; 경험을 마음속에 심어줌으로서 한 개인

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가 다른 쪽 끝에는 몰입(immersion ; 육체적으로 또

는 실질적으로 경험 그 자체의 일주가 되는 것)이 위치해 있다. 이를테면

TV를 시청할 때처럼 경험이 고객의 마음속으로 ‘침투’한다면 고객은 경험을

흡수하는 것이고, 가상현실 게임놀이를 하는 것처럼 고객이 경험에 ‘침투’한

다면 경험에 몰입되는 것이다.

이 수평축과 수직축이 상호 결합하면 엔터테인먼트, 교육, 현실도피, 탐

미주의(aesthetics)라는 네 개의 경험 ‘영역(realms)’이 생긴다. 이들 네 개의

경험 영역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종종 서로 뒤섞여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

건이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엔터테이먼트로 생각하는 경험은 보

통 공연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즐겁게 책을 읽는 것처럼, 감각을 통해

소극적으로 경험을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상황의 경험들은 대부분 네 영역 사이를 넘나든다. 네 가지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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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은 경험영역을 인식하고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으로, 기획자는 경

험 영역간의 경계를 전략적으로 흐리게 함으로써 오히려 현실감을 높일 수

있다.

2.1.3. 로비넷 등의 경험의 분류12)

S. Robinette 등은 경험의 영역을 제품의 경험, 환경의 경험, 로열티 커뮤

니케이션의 경험, 고객 서비스와 사회적 교환의 경험, 이벤트 경험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1)제품의 경험

대부분의 제품과 서비스는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 속에 경험적인 요소가 포

함되어 있다. 일례로 승용차의 운전석은 셋팅 버튼을 누르면 운전자가 평소

에 사용하는 상태로 자동 조정되는 경험이나 아이팟과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직관적 인터페이스의 경험을 들 수 있다. 이용자들이 느끼는 만족스러운 경

험은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데, 이는 그러한 경험들이 부가적인 가치를 창

출하고, 소비자들로부터 브랜드의 인지(cognition)를 뛰어넘어 선호

(preference)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2)환경의 경험

고객의 총제적인 경험을 고려할 때 고객이 접촉하는 환경은 중요하다. 환경

의 경험은 상점이나 레스토랑 등의 특정 장소뿐만 아니라 도시나 지역사회

도 해당될 수 있다. 최근 우리나의 관광특구도 그 예이다.

환경의 경험은 운동 기구 옆에 TV를 설치하거나 자동차 정비소 고객대기실

에 도넛과 커피를 비치하는 등 고객들에게 흥미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

는 것이며, 이것은 곧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12) Scott Robinette et al. 2003. “Emotion Marketing”. 윤천규 역. “감성마케팅: 평생고객을 얻는 홀마트

전략” 김앤김북스.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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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로열티 커뮤니케이션 경험

고객은 자신과의 관계를 강화·유지하고 확대하는 기업을 고대하고, 그러한

기업에게 로열티(충성도)를 부여한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놀라움과 즐거움을

주는 기업, 감정적 유대를 추구하는 기업을 원하며 그러한 브랜드에 기꺼이

강한 로열티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판매 후 축하카드를 보

내거나 전화로 도움이 필요한지 물음으로서 늘 곁에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

는 것이다. 어떤 자동차 회사는 차량 구매 1주년을 축하하는 자동차 생일카

드를 보내주기도 한다.

4)고객 서비스와 사회적 교환의 경험

경험이 고객과 기업 사이의 교환의 집합체라면, 브랜드를 대표할 책임은 판

매와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들이다. 이들은 모든 사회적 교환 과정에서 회

사의 얼굴이자 목소리이다. 각종 연구에 따르면, 고객 보유율과 기업의 친밀

감과 배려에 대한 고객의 인식 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고객은 기업의 친밀감과 배려를 오직 직원들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다.

5)이벤트 경험

잘 연출된 이벤트는 흥미롭고 즐거운 경험이다. 이벤트는 순수하고, 조건이

없으며, 감성적이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2.2. 태도와 행동 중심이론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태도라는 개념을 정리한다. ‘태도’

라는 용어는 불어의 ‘attitude’, 이탈리아어의 ‘attitudian’에서 유래한 것으로

서, 라틴어 ‘aptus’(‘적합성’ 또는 ‘알맞은’을 일컫는 말)에서 기원했다(김영석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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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알포트(Allport 1935)는 태도를 “개인이

외적 사물 및 상황에 대해 반응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는 정신적인 상태”로

개념화 했다. 베팅하우스와 코디(Bettinghaus & Cody 1987)는 “사람들이 사

물에 대해 느끼는 좋음과 싫음의 감정”이라고 하여 태도를 호불호의 감정적

인 측면에서 정의했고 피쉬바인과 아젠(Fishbein & Ajzen 1975)은 “대상물

에 대한 개인들의 모든 평가적 신념”이라 하여 태도를 대상과 태도 간에 성

립하는 평가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또한 벰(Bem 1970)은 태도를 “사물, 사

람 또는 이슈에 대해 가지는 일반적이거나 지속적인 긍정적·부정적 감정”으

로 정의했다.

전통적으로 태도는 감정 또는 정서적(affective or emotional), 행동적

(behavioral), 인지적(cognitive)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Allport, 1935) 여겨

져 왔다. 여기서 감정적 요소란 특정 태도 대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관련된 것을 말하며, 행동적 요소란 그 대상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인지적 요소란 특정 대상에 대해 우리가 가

지고 있는 지식, 신념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태도가 행동을 결정한다고 생각 되어져 왔다. 그렇지만 많은 연

구들에 따르면 태도 변화가 반드시 행동 변화를 수반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태도는 그 자체가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태도와 행동이

상이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는 태도의 강도, 태도의 안정성, 그리고 상황적 압력

이 있다(오세진 외 1999).

본 장에서는 태도에 대한 연구 중에서 인지 부조화 이론과 귀인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이론들은 모두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한 이후에 그들의 태도변화에 대해 설명한 이론들이다. 각각의 이론은 경험

과 행동을 우선 이끌어내는 참여디자인 형태의 공익캠페인 전략의 성공가능

성을 뒷받침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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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자기지각이론(Self-Perception Theory)

1970년대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이라는 이름의 사회심리학적 학설

이 크게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태도변화의 원리를 설명하려는 설득이론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Bem(1995)에 의해 제시된 자기지각이론(Self-Perception

Theory)이 가장 대표적이다(오세진 외 1999).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이 자

신의 행동으로 미루어 자기의 태도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설득의 전통적인 이론인 정보 절차적 이론에서 벗어난 이

론으로 행동의 변화가 태도의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을 바꾸

기 위해서는 이슈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줄 것이 아니라 행동을 먼저 변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태도변화란 행동변화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이

설득에 대한 대안적 견해는 실제 상황보다는 실험실 상황에서 더욱 지지를

받았다. 인지 부조화 이론에서 나온 기초연구는 만약 개인이 새로운 방식으

로 행동하게 되면 태도는 그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바뀌며 더 나아가 개

인은 자기의 행동을 자의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한다

는 견해를 지지한다. 프로이트학파 계열의 학자들도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강제적 추종은 내면화된 신념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Rice 1989).

2.2.2. 인지안정이론-귀납적 이론(Inductional Theories)

이 이론들은 개인이 경험을 설명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에서는

지적사고 이론13)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 귀납적 이론들은 이 설명에 대한

필요가 내적인 욕구에서 일어나기보다는 외적인 압력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

난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개인은 자기 자신의 행동을 스

스로 관찰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비교함으로써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을 한다는 것이다. Mead나 Blumer와 같은 상징적 상호주의

13) 지적사고 이론(Noetic Theories)은 설득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권고를 통해 의미가 있는 정황을 부여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예를 들면 산불방지 캠페인에서 파괴적인 산불발생을 묘사하되,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책임에 대한 적절한 귀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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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Symbolic Interactionists)은 인간의 이러한 면을 강조한다. 이 이론들

은, 이념이란 행동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이론들에 의하면

캠페인은 먼저 대상자에게 바람직한 행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상황을 정립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는 교육, 모방, 사회적 압력, 다른 대안의 제거 등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다.) 그 다음 대상자들에게 상황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를

표명하도록 요구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해 왔는가를 관찰한 후

자신의 태도에 대한 재정립을 할 것이며 따라서 자신이 정의한 행동의 유형

에 집착하게 될 것이다(Rice 1989).

2.2.3. 인지성장이론-자극이론(Stimulation Theories)

이 이론들은 인간을 자극에 굶주리고, 새것과 유희와 흥분을 추구하고

다양한 경험을 갈구하는 호기심에 의해 이끌리는 존재로 본다. Hebb,

Kendler, Harlow, Dember와 같은 동물학자들이나 Zuckerman, Berlyne,

Bieri, Maddi와 같은 인성학자들은 인간의 흥분과 자극에 대한 욕구를 강조

한다. 이들에 따르면 인간에게 설득 메시지는 그 스타일과 내용에서 예기치

않음과 신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중간정도의 신기함

과 자신의 기존영역을 넓힐 수 있는, 그러면서도 너무 새로워서 그 기존영

역을 완전히 빠져나가 버리지는 않을 정도의 비 예측성을 지닌 메시지에 가

장 이끌린다는 점을 암시한다. 따라서 이 이론에 의하면 캠페인에서는 그것

에 순응하는 것이 위험한 행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거당하는 것이

아닌 재미있는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Rice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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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연구

본 장에서는 실제 실행된 캠페인 사례를 참여형식과 형태적 측면, 표현

과 디자인 측면, 참여 정도(레벨) 측면에서 사례를 연구한다. 이는 본 작품

연구의 실증적 디자인 설계의 기초가 되어 줄 것이다.

참여디자인 형태의 공익 캠페인 사례연구는 캠페인의 성격에 따라 단발

성(이벤트 주도형)과 지속성으로 나뉘고, 참여환경에 따라 간접참여(온라인

사용)와 직접참여(오프라인)로 구분하여 연구한다.

[표 4-2] 캠페인 매트릭스와 참여 수준 분석표

각 사례의 연구는 앞에서 논의한 참여관점(Prahalad & Ramaswamy,

2002)과, 참여 정도(Meuter & Bitner, 1998), 창조레벨 분석(Sander &

Simons, 2009)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참여 관점에 따른 분류와 참여 정도에

따른 분류는 캠페인 기획자가 캠페인을 제작하고 실행하는데 관여와 통제의

정도에 대한 것과 참여 유형에 따른 수용자의 참여 비중에 관한 것이다. 참

여 관점과 참여 정도는 협업, 공동디자인, 공동창조, 크라우드소싱으로 분류

하고 연구한다.

표현적 측면은 표현의 유연성, 디자인 전문성 난이도, 창조레벨로 나누어

분석한다. 표현의 유연성은 수용자 개개인 자신이 캠페인에 영향력을 행사

했다고 느끼고, 경험 안에서 가치를 형성하게 하는 과정으로, 시각적 표현의

측면에서 유연성에 대하여 분석한다. 디자인 전문성의 난이도는 공동 창조

환경의 접근성의 개념에 대한 것인데, 공동 참여 디자인의 실행은 수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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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지식이 높거나 낮음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 경험 환경이어야 수

용자의 참여를 촉진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창조레벨 분석의 창조성 4가지

레벨은 기본적 창조 수준의 생산적 활동, 개인적 방식이나 생각을 바꾸는

수용(adopting), 개인이 손과 마음을 사용하여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만들거

나 구축하는 만들기(making), 자신을 표현하거나 혁신하기 위한 작업으로

한 종류의 아이템을 만들고 디자인을 하는 창조(creating)단계로 분류한다.

3.1. Charity Scope

[그림 4-6] Charity Scope 브랜드 아이덴티티

Charity Scope의 아이덴티티는 마케팅컨설팅 회사 Arthur London이 개

발하였다. 이 아이덴티티는 장애인들에 의해 그려지거나 선택된 일러스트레

이션을 사용하는데, 이는 대중이 장애에 대해 이해하고 친숙함을 만들기 위

함이다. 스코프의 아이덴티티에 사용된 일러스트레이션은 온라인 포털

(http://share.scope.org.uk/#./)을 통해 제작된다.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그림을 그릴수도 있고, 클립보드의 아이콘을 선택할 수도 있다. 또한 이 아

이콘에 각자의 스토리를 기입할 수 있는데, 자신이 무엇을 원하며, 그 이유

는 무엇인가에 대해 쓰도록 되어있다. 이 프로젝트는 장애인들에게 접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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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스코프를 통해 장애인들의 변화하는 니즈와 염

원을 보여준다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다.

[그림 4-7] Charity Scope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을 위한 플랫폼

(이미지출처:http://share.scope.org.uk/#./)

Charity Scope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디

자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참여자가 아이콘을 선택하거나 직접 그림을 그

리는 것은 온라인형태의 웹 플랫폼을 사용한다. 디자인에 참여한 사람들 뿐

아니라 누구라도 그들이 디자인한 아이덴티티와 스토리를 볼 수 있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공유 할 수 있다.

[표 4-3] Charity Scope 참여디자인 수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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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ity Scope은 캠페인 매트릭스에서 온라인 참여와 지속적 참여에 속

한다. 참여 관점은 기획자 입장에서, 수용자에게 디자인 플랫폼만을 제공하

고 있고 다수의 비전문가들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공동창조와

크라우드소싱에 해당한다. 스코프는 아이덴티티 디자인 과정에서부터 결과

까지 디자인의 퀄리티를 위해 어떠한 통제와 관리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아이콘을 고를 수 있는 방식도 함께 사용하고 있어, 창조레

벨은 만들기와 창조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한다. 표현의 유연성은 형태, 색상,

레이아웃 측면에서 열려있는 방식을 사용하고, 디자인 전문성 난이도는 웹

상에서 빌트인 툴을 이용해서 간단히 그리거나, 이미 만들어진 아이콘을 고

를 수 있는 방식으로 어렵지 않게 접근하여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3.2. 노숙자를 위한 3419 캠페인

[그림 4-8] 3419 노숙자 캠페인 공동디자인 키트

(이미지출처:http://laurenpadams.com/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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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노숙자를 위한 3419 캠페인은 제니퍼 콜 필

립스(Jennifer Cole Phillips)가 이끄는 디자인팀이 지역사회의 노숙자들을 돕

는 찰리 루벤스타인(Charlie Rubenstein)과 함께 진행하였다. 2008년 볼티모

어 시는 3419명의 노숙자가 있다고 밝혔고, 디자인 팀은 숫자 3419를 이용

해 캠페인을 진행하여 볼티모어 지역의 노숙자 문제의 심각성과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었다. 디자인팀은 청소년들에게 볼티모어시의 노숙자에 대해

알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르치는 것을 디자인의 콘

셉트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포스터와 작업 계획서를 담은 디자인 키트를 제

작하였다. 여기에는 두 개의 스텐실과 두 개의 베갯잇, 스프레이 페인트와

붓이 들어 있다. 이 키트는 학생들이 베갯잇을 캔버스 삼아 그들만의 포스

터를 제작하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면하고 자기 침대가 아닌 곳에서 잠

을 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그림 4-9] 3419 노숙자 캠페인 참여디자인 결과물

(이미지출처:http://laurenpadams.com/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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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9 노숙자 캠페인 디자인 키트는 기획자들이 수용자와 상호작용하게

도와주며, 사용자들은 자신만의 디자인을 만드는 시각적인 기여를 통해 프

로젝트의 언어를 확장해 준다. 이 캠페인은 지속적인 참여로 기획되었으며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참여로 설계되었다.

[표 4-4] 3419 노숙자 캠페인 참여디자인 수준 분석

기획자는 3419 노숙자 캠페인 디자인을 키트로 설계함으로서 수용자를

캠페인 참가자이면서 동시에 공동창작자로 만들어 준다. 따라서 참여관점은

공동창조이다. 표현의 유연성은 3419라는 글자를 스텐실로 제공하고, 중심

메시지가 변화하지 않도록 고정했으며, 스프레이 잉크 등을 이용하여 나머

지 자유롭게 그릴 수 있도록 표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수용자 입장에서

스텐실을 이용하는 것은 디자인 전문성 난이도로는 쉬움에 속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자유롭게 표현하게 함으로서 창작을 하는 중간정도의 난이도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각 단계를 살펴볼 때 창조레벨은 만들기 단계에 속한다.

3.3.『신발 없는 하루』 탐스(Toms)

탐스(Toms) 슈즈는 창시자 블레이크 마이코스키(B. Mycoskie)가 아르헨

티나의 알파라가타스(Alparagatas) 지방 특유의 신발에 영감을 얻어 탄생되

었다. 탐스(Toms) 기업은 소비자가 신발 한 켤레를 구입할 때마다 동시에

남아메리카의 불쌍한 아이들을 위한 신발 한 켤레를 더 구입하게 되는 콘셉

트인 『One for One』 운동을 2006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설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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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만에 1만 켤레를 기증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400,000켤레의 신

발을 기부하였다.

[그림 4-10] 탐스 『신발 없는 하루』캠페인

(이미지출처:http://www.onedaywithputshoes.com)

2007년부터 시작된 탐스(Toms)의 『신발 없는 하루(One Day without

Shoes)』글로벌 캠페인은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나라가 함께하고, 3000여

개의 단체가 참가한다. 이날은 신발을 하루 동안 벗고 일상을 보내는 날로

신발이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알리고 고객이 신발 한 켤레를

구매할 때마다 맨발의 어린이에게 신발 한 켤레를 전달하는 탐스의 『One

for One』을 서포트 하는 캠페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신발 없

는 하루(One Day without Shoes)』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키트에는 캠페인에 대한 설명서와 신발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 그리고 맨

발심볼의 스텐실과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는 티셔츠 등의 어플리케이션이 들

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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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탐스 『신발 없는 하루』캠페인 참여 시나리오

탐스(Toms)의 『신발 없는 하루(One Day without Shoes)』 캠페인은 1

년 중 하루 전 세계가 같은 날 참여하는 이벤트 형태로 단발성이며, 오프라

인에서 진행 되는 직접참여 형태이다.

[표 4-5] 탐스 『신발 없는 하루』캠페인 참여 수준 분석

수용자는 캠페인에 참가자로 참여하며 참여를 통해 캠페인이 완성되므로

참여관점은 공동디자인의 형태를 띤다. 수용자가 창의적으로 결과물을 창조

하는 참여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유연성은 거의 고정된 형태이며, 디자인

전문성 난이도는 쉬움에 속한다. 창조레벨은 평소의 생활태도를 바꾸는 수

용단계에 해당한다. 이는 다른 캠페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레벨

정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탐스(Toms)의 지속적인 캠페인『One for On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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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트 하는 캠페인으로서 탐스(Toms) 슈즈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사회적

기여도 성격을 잘 담아내고 있다.

3.4. 펩시 리프레시(Pepsi Refresh)

[그림 4-12] 『펩시 리프레시 프로젝트(Pepsi Refresh Project)』

(이미지출처:http://www.ypulse.com)

2006년 인드라 누이(Indra Nooy)가 펩시콜라의 CEO가 되었을 때 "세상

에서 가장 책임 있는 기업 중 하나"로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목적 있는 성과

(performance with Purpose)’를 회사의 나아갈 방향으로 세웠다고 한다. 펩

시의 브랜드마케팅팀은 “소비자들은 영혼이 있는 브랜드, 다시 말해 온정이

있고 목적을 옹호하는 브랜드를 좋아한다”는 연구 조사결과처럼 펩시 브랜

드를 위해 사회참여 사업 『펩시 리프레시 프로젝트(Pepsi Refresh Projec

t)』구상 하였다. 2009년 가을, 펩시는 슈퍼볼(Super Bowl) 광고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던 전통적인 마케팅을 그만두겠다고 전격 선언하고, 대신 디

지털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반 대중이 추천하고 투표한 사회 프로젝트에

적게는 5,000달러에서 많게는 25만 달러까지 총 2,000만 달러를 기부하는 캠

페인에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통적인 기업의 사회공헌 노력과는 다른 형태를 취한 『펩시 리프레시

프로젝트(Pepsi Refresh Project)』는 크라우드소싱을 이용한 사회공헌 분야

의 선구적 캠페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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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펩시 리프레시 프로젝트(Pepsi Refresh Project)』참여 플랫폼

이 캠페인의 핵심역할은 일반 소비자와 비영리 단체들이 했다. 사회 친

화적 아이디어를 추천하고, 자신의 아이디어가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지자들을 가능한 한 많이 모았다. 『펩시 리프레시 프로젝

트(Pepsi Refresh Project)』의 전체 프로그램은 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예산

을 펩시코(Pepsi Co)의 마케팅 예산에서 지원하였다. 이렇게 모여진 아이디

어는 적게는 5,000달러 많게는 1만 달러의 돈으로 사회에 커다란 차이를 만

들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 18만 3,000개의 아이디어가 구현되었고, 1,000건의

프로젝트에 2,000만 달러가 제공 되었다. 총 투표수는 8,400만 표에 이르렀

고, 이 프로젝트로 6,500만 달러어치의 언론 홍보 효과를 거두었다. 뿐만 아

니라 48개의 새로운 조직이 활동을 시작했고, 108개의 학교가 개선되었다.

에델만(Edelman) PR의 2010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은 펩시를

“이익을 실현하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사회 공익 지원을 중요하게 생

각하는 브랜드 중 1위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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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펩시 리프레시 프로젝트(Pepsi Refresh Project)』 참여 수준 분석

『펩시 리프레시 프로젝트(Pepsi Refresh Project)』는 정해진 기간동한

진행되었으며 웹을 통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온라인·단발성 참여이다. 건

강, 예술과 문화, 음식, 환경 등 6가지 분야에서 가장 베스트 아이디어를 모

집하고 최종 선택된 아이디어는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금액이 증정

되는 형태로 참여관점은 크라우드소싱에 속한다. 참여의 방식은 아이디어

제목을 올리고, 140자 정도로 글자 수를 제한하여 아이디어를 쓴 후, 예산을

정하고 관련 설명 및 링크, 사진, 영상 등을 업로드 하면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형식으로 표현의 제한이 적고 유연하다. 디자인 전문성 난이도는 표현

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결과물을 창작하기보다 주로 과련 자료를 업로드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자신이 아이디어를 직접 공모하는 형태로 참여하

기 때문에 창조 레벨은 창조에 해당한다.

3.5. 프로덕트 레드 『PRODUCT(RED)』캠페인

프로덕트 레드『PRODUCT(RED)』는 U2의 리더 보노와, DATA(Debt,

AIDS, Trade in Africa)의 바비 쉬라이버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전부터 아프

리카의 부채탕감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자선 활동을 해온 보노는 일상적으

로 쓰는 제품에 스페셜 에디션을 도입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고, 이 수

익금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자 만든 캠페인이 바로 프로덕트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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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RED)』캠페인이다. 이것은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기금

마련을 위한 세계적 기금이다. 바비 쉬라이버는 프로덕트 레드의 CEO이며,

보노는 현재 프로덕트 레드의 대표이다. 프로덕트 레드는 제휴한 회사와 함

께 프로덕트 레드 로고를 단 제품을 만들고, 프로덕트 레드와 제휴한 회사

는 로고를 다는 대가로 제품의 판매액 중 일정 부분을 국제 기금에 기부한

다.

[그림 4-14] 프로덕트 레드『PRODUCT(RED)』캠페인 로고

American Express 카드와 함께 카드 사용금액의 1%를 ‘세계 에이즈, 결

핵, 말라리아 대책기금인 글로벌 펀드(The Global Fund)’에 기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애플, 컨버스, 나이키, 델, 엠프라리오 알마니, 갭, 홀 마트,

스타벅스, 마이크로 소프트 등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프로덕트 레드

『PRODUCT(RED)』캠페인의 시작 시점에서는 주로 패션관련업체가 참여

하여 단순한 패션 트렌드로서 진행이 되었지만, 애플이 참여하면서 규모가

커지고 캠페인을 확산 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프로덕

트 레드 캠페인을 참여하기 위해 제품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판매되는

인기제품 중에서 프로덕트 레드 캠페인에 참가했다는 표시인 레드 버전만

추가하면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제품들과 품질 및 가격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회공헌에 참여한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물건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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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레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기업들은 향후 5년

동안 레드 제품을 판매해 수익의 최고 50%를 글로벌 펀드에 기부할 계획이

지만, 레드 제품을 내놓은 기업들은 지금까지 수익의 일부만 기부하고 마케

팅 비용으로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림 4-15] 프로덕트 레드『PRODUCT(RED)』 캠페인 참여 시나리오

(이미지출처:http://www.red.org)

프로덕트 레드 캠페인은 콜라보레이션 형태로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형태의 지속적 참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7] 프로덕트 레드『PRODUCT(RED)』 캠페인 참여 수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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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프로덕트 레드의 제품을 구매함으로서 캠페인의 목적을 파악하고

캠페인에 참여했다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지만 기획자가 기획한 캠페인에

제품구매의 소비자로의 참여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정도가 매우 약하고

표현의 유연성은 기획자 입장에서 로고와 색만이 고정되어 유연하게 사용하

나, 수용자 입장에서는 만들어진 완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유연성은 고정

되어 있다. 수용자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디자인 전문성 난이도는 수용자의

디자인 참여가 없음으로 분석에서 제외하고 창조레벨은 구매에 참여하는 것

으로 생산적 활동 단계로 볼 수 있다.

3.6 사례연구 결과

본 장의 캠페인 사례 연구는 참여디자인을 통한 공익캠페인 사례작품을

제작할 때, 수용자가 경험하게 될 참여형태와 참여단계 등을 설계하는데 그

지표가 되어 줄 수 있다.

전통적인 캠페인의 형태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해 왔지만, 참여디

자인 형태는 대인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취한다. 커뮤니케이션 문헌들은 매

스미디어는 캠페인 메시지의 인지와 지식을 획득하는데 더 효과적이며, 대

인 커뮤니케이션은 실지행동을 유발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보편화된 가정

을 하고 있다. 따라서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캠페인에

서 서로 다른 기능을 행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양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전달자와 수

용자의 관계가 보다 직접적이므로 질적으로 밀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

시 말해,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주요특성으로는 커뮤니케이터의 메시지에 대

한 수용자의 선별적 노출이 적다는 점, 대량의 정보를 다수의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속도가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비하여 느리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

지만,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대체로 대면적이며, 메시지의 흐름은 쌍방적이라

는 점, 즉 피드백이 즉각적이고 그 양이 많다는 점으로 설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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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참여디자인 형태의 공익캠페인은 수용자가 참여자

로써 경험을 통해 캠페인을 이해함과 동시에 공동창작자로써 캠페인을 만들

고, 나아가 전달자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작품연구의

공익캠페인은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수용자를 디자인된 참여과정

을 경험하게 하고, 디자인된 행동 취하도록 유도하여 캠페인 메시지를 인식

하게 할 것이다.

본 장의 사례 연구를 통해 작품연구에서 제작하는 캠페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 방향을 가진다. 공동창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분석된 Charity Scope

디자인과 같이 디자인 과정에 있어서 ‘창조’의 수준을 기본으로 하지만, 캠

페인 메시지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3419 캠페인처럼 메시지부분의 유

연성에 제한을 둘 것이다. 이것은 정확한 캠페인 메시지 전달과 함께 자신

의 자아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부여되는 만들기와 창조의 중간단계가 될

것이다. 일반 참여자의 창작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디자인 전문성 난이도

는 쉽게 하지만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표현의 유연성을 고려한다. 캠

페인은 몰입도와 애착을 높이기 위하여 오프라인에서의 직접 참여로 기획하

고 이를 위한 도구로는 공동디자인 키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참여과정부터

참여이후 결과까지 SNS를 사용하여 캠페인의 확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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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작품연구

본 작품연구는 수용자의 직접적 참여를 유도하는 능동적 공익캠페인으로

수용자는 본 캠페인에서 공동창조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공익

캠페인의 목적인 수용자의 행동 변화를 보다 쉽게 이끌어 내는 디자인 방법

을 제안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자는 본 논문의 2장과 3장에서 현재의 수용자들의 특징과 변화하는

디자인을 이해하고, 참여디자인에 집중하여 그 효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

론들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4장에서는 참여디자인 형태의 실질적인 사례를

분류하여 참여정도와 참여방법 그리고 참여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작품연구에 적합한 이론과 방법론적인 내용을 마련하였다.

5장에서는 앞장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작품을 소개한다. 본 연구작품은

공익캠페인의 다양한 주제 중에서 집단 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문제에 집중

하고, 캠페인 전달 메시지로는 긍정 정서 연구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참여디자인 방법으로는 공동디자인 키트(co-design kit)의 형태를 제안한다.

이것은 디자이너가 최종결과를 조정하지 않으며 수용자를 공동창조자로 캠

페인에 적극 참여시킬 수 있는 디자인 방법이 될 것이다.

1. 캠페인 기반 연구

1.1. 주제선정

본 작품연구에서 다루는 주제는 학교폭력(따돌림, 폭력, 자살 등) 예방캠

페인이다. 학교 폭력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며, 예방을 위한 실천 방법들이 모색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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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작품연구가 학교폭력 예방캠페인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캠페인 대

상인 수용자의 연령별 특징이 구별되어 이에 알맞게 참여형태를 구성하여

대입시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2. 실태조사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폭력문제의 심각성은 2012년 학교폭력 2차 실태조

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1] 2012년 학교폭력 2차 실태조사14)

학교폭력은 최근 저연령화, 집단화 되고 있다. 학교폭력 피·가해율이

2011년과 비교하여 수치상 감소하였지만 학생들의 체감율은 증가했으며, 특

14) www.neis.go.kr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2012년 학교폭력 2차 실태조사

-조사대상: 전국16대 시·도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5,530명

-조사기간: 2012년 12월∼2013년 1월

-조사방법: 인구통계학적 문항, 학교폭력 인식 및 심각성 실태, 학교 폭력 피해실태, 가해 실태, 목격 및

방관 실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에 대한 실태 등 총 5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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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집단 따돌림’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처음 학교폭력 피해를 경

험한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총 78.3%가 초등학교때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 이유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학교 폭력이

나 또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조율하는 능력이 부

족한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교육부가 발행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학생들의 인성교육 실천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학교폭력의 가해행동을 그만 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스스로 나쁜 행

동임을 알게 되어서’라고 전체 학생의 48.5%가 대답 한 것과 연관되어진다.

이처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법률적 조치와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지만

올바른 인성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1.3. 수용자 분석

학교폭력 예방캠페인의 수용자는 학생(가해자, 피해자 포함), 교사, 부모

로 크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본 작품연구는 학생(가해자, 피

해자 포함)을 수용자로 하여 초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기획한다.

아동기의 교우 관계와 또래로부터의 거부경험이 성인기의 적응까지 영향

을 미친다는 종단 연구결과(Bagwell, Newcomb, & Bukowsi 1998)는 아동

기에 타인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한 국제비교 연구(김기헌,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 2010)에서 한국 청소

년 들은 다양한 사람들과 공감하고 연대하며 살아가는 ‘사회적 상호작용 역

량’이 36개국 중 35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형성을 통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

해서는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타협하기, 공유하기, 관점 취하기

(perspective-taking)와 관련된 정서를 습득해야 한다. 올바른 정서의 습득은

저연령에서 보다 쉽게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피설득 성향

(persuasiblity)15)을 살펴보면, 대체로 연령이 낮은 피 설득자는 설득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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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알아채고 이해할 능력이 낮아 쉽게 설득된는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콜버그(Kohlberg)의 도덕발달 이론16)을 바탕으로 한 초등학생의 도덕성 발

달단계를 살펴보면 11세 이상의 초등학생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기대나 기

준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며 사회질서에 동조하고자 하고,

힘 있는 사람과의 동일시를 하려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상호작용을 고려

한 사회 지향적 가치기준을 갖는다고 한다. 현재 교육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핵심매뉴얼’17) 자료에서도 초등학교 학생을 저학년과 고

학년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본 캠페인의 타겟 수용

자는 초등학교 고학년 4~6학년 11~13세로 설정한다.

2. 캠페인 전략

2.1. 참여단계별 캠페인 전략

참여단계별 캠페인 전략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기반은 4장의 전략연구의

설득 커뮤니케이션 방법론 중에서 전통적인 학습이론에서 벗어난 설득의 다

양한 상황을 고려한 Ray(1973)의 learn(인식,이해), feel(확신), do(행동)를 통

한 do→feel→learn 의 부조화/귀인 하이어라키(dissonance-attribution hier-

archy)와 learn→do→feel 의 저관여 하이어라키(low-involvement hierarchy)

를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 전략단계를 수립한다. 여기서 참여를 통하여 캠

15) 피설득 성향의 정의를 처음 도입한 학자는 호블랜드와 재니스(Hovland & Janis 1959)이다. 호블랜드

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보다 더 쉽게 설득된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피설득 성향 “특

정한 주제에 관계없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쉽게 감응을 보이는 일관성 있는 개인차”라고 정

의한다. 이러한 피설득 성향은 개인의 성격적 특징으로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중

요한 변인이다.

16)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Kohlberg’s stages of moral development)는 장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을

도덕성 발달에 적용 3가지의 수준(Level)과 6개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17) 교육과학 기술부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 예방 종합 포털 www.stopbullying.or.kr 에서 ‘학교폭력 예

방교육 핵심매뉴얼’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자료실에는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다양한 기사와 자료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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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 메시지를 인식한 수용자는 그 경험을 전달하면서 캠페인 주체자로써의

역할과 동시에 전달자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 본 연구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은 순환적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참여형 공익캠페인의 캠페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표 5-1] 캠페인 단계별 전략

1단계는 Co-creation(참여) 단계로 기획자는 수용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용자를 캠페인의 공동 창작자이자 능동적 협력자로 만

든다. 이러한 참여 단계는 전달된 캠페인 메시지를 수용자가 수동적으로 흡

수하게 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수용자의 경험을 지원하는 과정을 구

축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 단계의 참여방법을 공동디자인 키트(Co-de-

sign Kit)로 설계하였다. 수용자는 공동디자인 키트(Co-design Kit)에서 주

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미루어 자기의 태도를 결정하게 한

다. 이것은 앞장의 태도와 행동중심이론에 기반을 둔 것으로 수용자는 자신

이 직접 참여한 캠페인의 경험을 통해 자기의 행동을 자의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캠페인 참여 후 캠페인에 적합한 태

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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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는 Sharing(나눔) 단계로 수용자는 1단계의 참여로 만든 캠페인 메시

지와 디자인 결과물 그리고 과정의 경험을 소셜미디어(SNS)을 통해 공유함

으로써 가치전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쉽고 빠르게 상호작용 함으로 캠페인에 직접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메시

지를 전달하여 그들의 관심을 촉발할 수 있다. 또한 1단계와 2단계의 과정

을 경험한 수용자는 캠페인에 열정적 몰입이 가능하며 수용자, 공동 생산자,

공동 마케터의 역할을 모두 하게 될 것이다.

3단계는 Spread(확산) 단계로 전통적인 캠페인 전달 방식을 함께 사용하여

캠페인을 보다 넓게 확산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기획자는 1단계와 2단계

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을 활용하여 홍보물을 제작함으로써 공동 창조가치

강화를 위한 전달자의 역할을 하며, 1단계와 2단계를 통하여 캠페인을 경험

한 수용자는 3단계를 거치면서 캠페인의 몰입도와 애착이 증가할 수 있다.

2.2. 캠페인 메시지 콘셉트-긍정정서 연구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Change the (Black)Sheep』은 ‘긍정정서 경험을

이용한 정서적 회복과 공감의 메시지 전달’ 이라는 콘셉트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한다. 커뮤니케이션 콘셉트로 사용할 긍정 정서는 앞장의 수용

자 분석에서 언급된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대책으로의 정서 회복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긍정 정서가 학계에서 연구주제로 주목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갖는 다양하고 유용한 영향력이 밝혀졌고, 그 결과

는 계속적으로 입증되고 구체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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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선행연구들에 의해서 발견된 긍정 정서의 효과들(김주환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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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긍정 정서가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미치는 영향(김주환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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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롱과 서은국(2009)의 청소년들의 행복의 수준과 그 이후 형성된 또

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행복수준은 학기 초 4개월 이후의 긍정적 자기

지각과 또래로부터의 사랑과 인정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김

민규와 김주환(2008)의 연구결과인 긍정적 정서를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 원

만한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워오와 프레드릭슨

(Waugh & Fredrickson 2006)의 연구에서도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긍정적 정서가 초기 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그 결

과 긍정 정서는 자신과 타인을 동일시하는 정도(Aron, Aron, Tudor, &

Nelson 1991)를 증가시키는데 이러한 동일시가 결국 룸메이트(roommate)를

깊은 수준까지 이해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결

국 개인이 경험하는 긍정 정서와 행복의 수준이 대인관계에 주요한 변인으

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구재선 외 2009; Aron, Norman, Aron, Mckenna,

& Heyman 2000; Waugh & Fredrickson 2006; Fredricson 1998, 2000; Isen

1987, 2001; Johnsom & Fredrickson 2005; Vittengl & Holt 2000; Wegener

& Petty 1994).

긍정적 정서 물론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예로는 긍정적 정서의 경험

이 지나치면, 수행 능력이 감소한다는 연구(Diener 2004; Fredrickson &

Losada 2005)나 개인적 동기의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긍정적 정서는 오히려

집중을 방해한다는 연구(Gable & Harmon-Jones 2008)등을 들 수 있다. 또

한 부정적 정서 역시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순간적

으로 사교적 매력이 증가하고(Vittengl & Holt 2000), 갈등이나 분노가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Gottman 1998), 이는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만들

확률을 높여줄 것이다. 또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비율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비율에 비해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다는 기존연구들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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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drickson 1998, 2005), 긍정적 정서는 자아 개념을 유지하고자 동조적 행

동을 하는 경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김주환 외 2009).

긍정 정서를 메시지 콘셉트로 연구하는 이유는 긍정 경험이 커뮤니케이

션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3. 공동디자인 키트(Co-design Kit)

오늘날의 세계는 제품중심에서 경험중심으로 사용자 중심에서 사람 중심

으로 바뀌었다. 디자인의 새로운 도전은 디자인 프로세스에 참여하기 시작

한 일반대중들의 아이디어와 열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방

법으로 공동디자인 키트(Co-design Kit)는 참여디자인의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이다. 그 도구는 수용자가 그동안 표현하기 다소 힘들었던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Sander 2000).

[그림 5-2] 노키아 오픈스튜디오18)

(이미지출처:http://image.businessweek.com/ss/08/05/0501_dearm_phone/index_01.htm)

18) 노키아 디자이너들은 브라질, 가나, 그리고 인도의 임시 거주지 안에 사는 주민들과 함께 일하였고

여기 220명의 공동 디자이너들은 ‘꿈의 기기’를 구상하였다(Ellen Lupt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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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디자인에서 수용자는 공동창작자로써 적합한 도구가 주어진다면 디

자이너가 아닌 사람들도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험을 그릴 준

비가 되어있음을 가정한다. 공동디자인 연구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샌더슨

(Elizabuth B.-N. Sanders)19)은 자신이 개발한 방법론에서 잠재적 사용자

그룹에게 박스를 제공하는데, 그 안에는 문제에 대한 그들 자신만의 해결책

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료가 들어 있다. 본 작품연구에 만들어지

는 공동디자인 키트는 샌더슨이 잠재적 사용그룹에게 제공하는 박스와는 그

목적이 다르지만 그녀의 키트구성처럼 이 키드에는 참가자들이 자유롭고 활

발하게 작업할 수 있는 간단한 도구를 공급하다. 공동 디자인 키트 안에는

캠페인 메시지를 만들 수 있는 힌트들과 포스터, 인쇄된 스티커, 그리고 영

감을 주는 단어와 사진이 포함될 수 있다. 키트는 참여방법을 설명하는 설

명서와 함께 참여방법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할 수 있다.

키트의 구성 방법과 메시지 학습 그리고 디자인 경험은 공동참여를 통한 공

동창작을 유도하도록 한다.

3. 사례작품 제작

3.1. 캠페인 디자인 전략

캠페인 전략의 1단계에 속하는 참여를 위한 공동 키트 디자인은 인지단

계와 실행단계 그리고 성취단계로 총3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의 디자인

제안은 인지단계에서 책3권, 실행단계에서 포스터, 성취단계에서 입체물로

구성되어 진다. 각 단계의 참여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19) 엘리자베스 샌더슨의 ‘Postdesign and Participatory Culture’, 1999 와 ‘Generative Tools for Co-desi

gning’ 2000 를 참고. www.maketoo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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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캠페인 디자인 전략 단계

인지단계-책

인지단계는 펼쳐보기, 생각하기, 이해하기의 총3권의 책으로 구성된다.

3권의 책에는 긍정 이미지 형성을 위하여 감사, 행복, 용서, 사랑의 메시지

와 16개의 긍정 이미지를 담고 있는 심볼이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반복되는

메시지는 주의와 이해에 도움을 줌으로 반복은 설득 효과를 높이며

(McGuire 1968), 한 자극에 대한 단순반복적인 노출은 친숙하지 않았던 것

에 호감을 높이는(Sawayer 1981)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노출

은 오히려 역효과(Miller 1997)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반복의 빈도와 표

현 방법을 각기 다르게 하여 책을 디자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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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책은 (Black)Sheep 심볼인 검은양을 이용한 스토리 책으로 캠페인

의 콘셉트를 그림이야기 형식으로 경험시킨다. 두 번째 책은 사랑, 용서, 감

사, 행복을 표현하는 아이들의 사진과 디자인된 긍정 심볼을 이용하여 구성

한다. 세 번째 책은 실행단계의 포스터 만들기 방법을 선행학습 하도록 메

시지 찾기, 이어그리기, 색칠하기, 스탬프 하기 의 순서를 직관적으로 체험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인지단계는 책을 이용한 수용자의 간접 참여

단계이다. 책을 통하여 캠페인 콘셉트와 참여과정을 이미지화 하도록 돕는

다.

실행단계-포스터

포스터 만들기는 캠페인 수용자의 직접참여단계이다. 책을 통해 인지된 행

복, 사랑, 감사, 용서의 메시지를 포스터에 표현함으로써 캠페인 포스터디자

인 창작을 경험한다. 창작방법은 제안된 메시지를 색 고르기, 이어그리기,

색칠하기 방법으로 완성하는 것과 제공되는 심볼을 스탬프하여 자유롭게 포

스터 디자인을 완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사용되는 스탬프의 16

개 심볼은 인색단계에서 반복효과로 사용되는 심볼과 일치한다.

성취단계-입체물

직접 완성한 포스터에서 양 전개도를 추출, 조립하여 캠페인의 상징이 되는

양 입체 물을 제작한다. 양 입체 만들기는 캠페인의 재강화 단계로 수용자

들로 하여금 캠페인의 가치를 확신하게 하는 것이다. 컬러와 모양이 다른

패턴으로 이루어진 양을 만들어 틀림과 다름을 이해하고 캠페인 콘셉트인

Change the (Black)Sheep 캠페인을 완성한다.

수용자는 인지단계와 실행단계 성취단계의 각 참여방법을 통해서 Change

the (Black)Sheep 캠페인의 공동 창작자가 되어 캠페인을 완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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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캠페인 디자인 제안

3.2.1. 캠페인 심볼과 슬로건

[그림 5-3] 캠페인 로고

검정양(Black Sheep)은 학교폭력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대상을 상징한다.

본 연구의 캠페인에서는 검정양(Black Sheep)을 캠페인 로고에 사용하여 따

돌림을 당하는 대상을 올바로 인식하기 위한 대표성을 가진 상징으로 사용

한다. 로고 타입에 Black의 괄호는 틀림과 다름을 올바로 이해하면 우리의

인식이 바뀔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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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캠페인 슬로건 심볼

캠페인 슬로건에 사용되는 4가지 심볼은 각각 사랑, 용서, 행복, 감사를

상징한다.

[그림 5-5] 캠페인 슬로건

캠페인 슬로건은 긍정 정서 연구를 통해 설정한 4가지 키워드 사랑, 용

서, 감사, 행복으로 ‘나를 (사랑)하기’, ‘친구를 (용서)하기’, ‘항상 (감사)하기’,

‘함께 (행복)하기’의 4가지 메시지를 전달한다. 슬로건과 함께 사용하는 4개

의 심볼은 캠페인 각 단계에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수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노출 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Black)Sheep 로고에 사

용된 괄호와 동일하게 디자인된 슬로건의 괄호는 캠페인 전체 콘셉트의 통

일감의 형성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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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공동디자인 키트(Co-design Kit)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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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Black)Sheep 공동 디자인 키트(Co-design Kit) 구성

(Black)Sheep 공동디자인 키트는 11x8.5inch 사이즈의 상자에 사용설명

서, 학습 책3권 (펼쳐보기, 이해하기, 배워보기), 포스터 1장(포스터 6종 중에

서 랜덤으로 선택 구성), 크레용4개(긍정컬러 중에서 랜덤으로 구성), 크레용

에 붙이는 4가지 심볼 스티커, 16종의 고무인 스탬프와 1개의 잉크를 한 세

트로 구성한다. 만들어진 포스터에서 전개도를 추출하여 입체양을 만들 수

있다. 한 개의 세트는 1명에서 4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상자를 열면 수용

단계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물의 크기와 순서 그리고 위치를

고려하여 디자인 하였다. 프로젝트 참여시간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기준으로

20분∼30분 정도의 시간이 요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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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설명서

[그림 5-7] (Black)Sheep 키트의 설명서

책(펼쳐보기, 생각하기, 이해하기)

각 책 상단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표기

하였다. 그리고 펼쳐보기, 생각하기, 이해하기 3가지로 각 책의 목적을 함축

하는 제목도 함께 표기한다. 슬로건에도 반복적으로 쓰인 ‘하기’는 책 제목

에도 동일하게 반복 사용된다. ‘하기’는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어 내는 의미

로 캠페인의 직접참여를 표현하고 (Black)Sheep 키트 콘셉트의 통일감을 만

들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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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펼쳐보기

[그림 5-8] 첫 번째. 펼쳐보기 01

[그림 5-9] 첫 번째. 펼쳐보기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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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첫 번째. 펼쳐보기 03

[그림 5-11] 첫 번째. 펼쳐보기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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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첫 번째. 펼쳐보기 05

[그림 5-13] 첫 번째. 펼쳐보기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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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재. 생각하기

[그림 5-14] 두 번째. 생각하기 01

[그림 5-15] 두 번째. 생각하기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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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두 번째. 생각하기 03

[그림 5-17] 두 번째. 생각하기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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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두 번째. 생각하기 05

[그림 5-19] 두 번째. 생각하기 06



111

세 번째. 이해하기

[그림 5-20] 세 번째. 이해하기 01

[그림 5-21] 세 번째. 이해하기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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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세 번째. 이해하기 03

[그림 5-23] 세 번째. 이해하기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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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세 번째. 이해하기 05

[그림 5-25] 세 번째. 이해하기 06



114

포스터

포스터는 사랑, 용서, 행복, 감사의 메시지와 심볼은 매칭 하고 이어그리기

를 통해 완성한다. 포스터의 디자인은 총 6가지이며 6개의 포스터를 각각

다른 레이아웃으로 구성하여 완성된 포스터의 시각적 다양성을 고려하였다.

포스터 한 부분에는 심볼로 이루어진 슬로건을 사용하여 메시지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포스터를 완성하면 슬로건을 완성하여 읽을 수 있어 서로가 연결

되어 관계맺음을 디자인적으로 함축하였다. 캠페인 심볼과 로고는 포스터에

함께 배치하여 디자인의 일관성을 꾀하였다.

[그림 5-26] 포스터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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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7] 포스터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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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 포스터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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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9] 포스터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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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0] 포스터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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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포스터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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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와 크레파스 연결 짓기

[그림 5-32] 심볼과 크레파스 연결 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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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하기

[그림 5-33] 포스터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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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탬프하기

[그림 5-34] 포스터에 스탬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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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디자인에 참여하는 수용자는 랜덤으로 선택된 4가지 컬러의 크레파

스와 사랑, 용서, 감사, 행복 4가지 단어를 자신이 원하는 컬러로 매칭 시킬

수 있다. 이것은 아동기의 수용자에게 컬러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지 않으려

는 의도와 결과물인 포스터가 다양하게 제작되는 것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16종의 스탬프는 캠페인 메시지를 완성한 후에 수용자의 창의성을 보다 적

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수용자는 스탬프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포스터를 완성할 수 있다. 스탬프에 사용한 16개의 아이콘은 슬로건 심볼 4

개를 포함하여 긍정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단어를 기반으로 디자인하여 제작

하였다.

입체 만들기

[그림 5-35] 포스터에서 전개도 추출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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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6] 포스터에서 전개도 추출 02

완성된 포스터에서 입체물을 만들기 위한 전개도를 추출한다. 전개도에는

양, 나우, 호수, 풀, 꽃, 오리로 구성되어 있다. 추출한 전개도를 조립하면 행

복, 용서, 감사, 사랑의 메시지와 컬러, 스탬프를 담은 양이 완성된다. 완성

된 (Black)Sheep 심볼과 동일한 형태의 양 입체는 모양은 동일하지만 가지

고 있는 컬러와 디자인이 모두 다르다. 입체 양은 (Black)Sheep이 행복, 용

서, 감사, 사랑을 가지면 긍정정서를 담은 양이 될 수 있음을 표현한다. 긍

정메시지를 담고 있는 양은 수용자의 참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용자의

공감과 유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Black)Sheep 캠페인 프로젝트는

성취단계인 입체양 만들기를 통해서 각 단계의 연결성을 이해하고 수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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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 단순히 콘텐츠 만들기의 참여가 아닌 콘텐츠 가치를 만드는 참여과

정임을 더욱 강조하였다.

[그림 5-37] 입체 만들기 과정

[그림 5-38] 입체 만들기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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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

[그림 5-39] SNS를 이용하여 캠페인 공유하기 01

[그림 5-40] SNS를 이용하여 캠페인 공유하기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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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과정

[그림 5-41] 참여디자인 실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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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the Black(Sheep) 캠페인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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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캠페인 확산

“개혁”(innovation)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것이라고 지각하는 사상

이나 물건 등을 의미한다. 또한 “확산”은 개혁이 특정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을 통해서 시간을 두고 한 사회체계의 구성원들 사이에 소통되는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새로운 사상 및 제품이 사회체계 속에서 골고루 확산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설득이론들뿐만 아니라 구조적 차원에서

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필요하다. 요약하면, 개혁확산

은 새로운 사상이나 물건이 점차 사회체계의 구성원들에게 통용되는 과정이

며, 개혁 확산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확산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낸다(Rogers 2003, 김영석 2005 재인용)

1940년대는 매스미디어가 대중들의 행동변화에 강력한 영향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피하주사 모델이 연구의 주종을 이루었다. 이러한 매스미디어 강

효과 이론은 미디어가 대중들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강력한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었다(Kats & Lazarsfeld 1955). 그러나 피하주사

모델의 단순한 논리는 계속적으로 반박됐으며, 라자스펠드와 맨젤의 대통령

선거 연구 이후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제시됐다(Lazarsfeld & Menzel

1963). 이 연구에 따르면, 투표자들은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 매스 미디어

보다는 타인들과의 대인간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자스펠드와 맨젤의 이러한 결과는 매스미디어가 직접적이고 강

력한 효과가 있는 것을 가정하는 피하주사모델을 반증하는 것이 됐다.

이 모델이 암시하는 바는, 매스미디어는 과거에 생각되어졌던 것만큼

그렇게 강력하지도 않으며 직접적인 영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개혁의 확산에 있어서는 매스미디어의 역할보다도 대인간 커뮤니케이션

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130

Change the (Black)Sheep 캠페인은 대인간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한

수용자의 참여로 완성된다. 캠페인 확산을 위해 기획자로서 디자이너는 캠

페인 전략 2단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수용자가 경험한 캠페인을 공유하고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여기서 수용자는 가치전달자로서 캠페

인 확산에 기여한다. 이론학자 Yochai Benkler(2006)는 자신의 저서 <네트

워크 부>에서 ‘사람들은 금전적인 보상 없이도 콘텐츠를 창조하고 공유하는

데 힘을 쏟는 이유는 타인과 연결돼 있다는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서’라고 주장했다. 즉, 수용자는 1단계의 참여로 만든 캠페인 메시지와 디자

인 결과물 그리고 과정의 경험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가치

전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과 온라인미디어가 순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캠페인의 참여자는 수용자, 공동 창작자 그리고 공동 마케

터의 역할을 하며, 캠페인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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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오늘날 기술의 진보는 우리의 삶을 빠르게 변화 시키고 있다. 새로운 미

디어 환경은 대중의 열린 사회적 소통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제 대중은 단

순히 정보를 습득하고 나르는 소극적인 방식에서부터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

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둘러싼 세계에 참여하고 경험한다. 디자인 영

역도 달라지고 있다. 많은 대중이 디자이너와 마찬가지로 직접 콘텐츠를 생

산함에 따라 과거의 디자이너가 가졌던 기술의 특수성은 그 의미가 축소되

었고, 급격한 창작 능력 확산과 창작물 수준의 평준화 현상은 앞으로 디자

이너의 작업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한다. 디

자인 분야는 이제 지속가능한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사회적 디자인 등의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전문분야로 확장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소통방식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적합한 공익캠페인 전략을 제안 하였다. 이것은 대중의 참여를 캠페인

디자인에 적극 수용하는 형태로 미래에 공익캠페인 디자인의 새로운 발전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고, 각각의 시사점을 요약하

면 아래와 같다.

첫째, 커뮤니케이션 환경변화 속에서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과 수용자

의 변화를 검토하고, 참여형 공익캠페인 디자인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수용

자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현재의 수용자들은 경험적 환경에 익숙하고, 스스로 콘텐츠를 창조한다.

디자이너는 수용자가 기여하는 콘텐츠에 가치를 부여하여 콘텐츠를 훌륭하

게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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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참여를 유도하는 디자인 접근 방법들을 특징별로 협업, 공동디자

인, 공동창조, 크라우드소싱 으로 분류하여 참여방법에 따라 사례와 함께 정

리하였다. 참여를 유도하는 디자인이 업계에서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하는 이유는 참여디자인이란 라벨이 붙는

프로젝트의 모호한 개념들의 혼재와 결과들 때문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디자인을 분류하여 봄으로서 참여디자인의 개념을 구

체적으로 가시화 하였다.

셋째, 참여디자인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그것의 본질을 이해하고, 참여정

도 레벨 연구를 통해 참여디자인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단계별 핵심요소를

파악하였다. 이는 사례연구를 통해 구체화하여 작품연구의 전략에 제시되었

다.

넷째, 전통적인 공익캠페인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

에서 경험, 태도, 행동 중심이론들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공익캠페인의 궁극

적 목적인 수용자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는 참여형 공익 캠페인의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섯째,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작품연구의 주제로 선정하고, 참여디자인

전략을 기반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작품은 기존의

공익캠페인 디자인과 수용자의 역할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 전통적인

형태의 공익캠페인 디자인은 매스미디어를 기반으로한 광고에 치중되어왔

다. 이러한 공익캠페인들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절차와 효과 면에서 매

우 회의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용자의 인지와 경험, 정신적, 관계적 만

족을 중시하는 지금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이해하고, 단순한 정보습득이

아닌 참여를 통한 적극적 접근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디자인 한다면 수용자

들의 실질적 행동변화를 촉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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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작품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참여형 공익캠페인 Change t

he (Black)Sheep은 기존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의 수용대상인 학생들을 본 캠

페인의 공동 창작자로 하여 전략을 제안하였다. 수용자는 공동창작자의 역

할로 제시된 캠페인 전략에 따라 참여, 나눔, 확산의 단계를 거쳐 Change t

he (Black)Sheep 캠페인을 경험하고 완성하게 된다. 수용자는 참여단계에서

공동디자인 키트를 가지고 긍정 정서를 경험하고 행복, 사랑, 용서, 감사의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를 완성하게 된다. 여기서 디자이너는 공동디자인 키

트를 제작하여 제안하고 디자인 결과물에는 어떠한 참여도 하지 않는다. 공

동 창작자로서 수용자는 자신의 적극적 참여로 캠페인을 만들고 확산시키며

캠페인 주제를 수용하게 된다. 수용자는 자신이 직접 참여한 캠페인의 경험

을 통해 자기의 행동을 자의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하

여 참여 후 캠페인에 적합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양한 공익캠페인 주제 중에서 특히 학교폭력 예방캠페인은 아동. 청소

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심리학과

사회복지 등의 학제간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캠페인 진행기간이

너무 짧아 누적효과를 실증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논문의 한계

가 있다. 그렇지만 공익캠페인에서 참여디자인 중심의 가능성과 효과를 이

론적 토대를 통하여 개념화 한 것과 이렇게 개념화 한 것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작품연구를 통하여 시도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현재의 변화하는 환경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기존의 공익

캠페인 디자인 방법의 활용범위를 넓히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어떤 유형의 참여디자인이 어떤 주제의 공익캠페인에 시도되

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은 참여디자인 형태의 공익캠페인 디자인

을 위한 실용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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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참여형 공익캠페인 디자인의 필요성과 설계의 방향을 중심으

로 한 논문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공익캠페인 주제의 도입과 장

기적 캠페인 측면에서 단계적 참여방법 전략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에 따른

참여 매체의 선정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참여디자인 형태의 공익캠페

인의 수용효과를 밝히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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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Public Communication Campaign 

with Co-creation Method

-Focused on Anti-Bullying Campaign through 

the Positive Emotion-

Yoon, Jung Yo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opens doors for possibility of creation and it en-

ables the public to produce contents as designers do. Now they are closely con-

nected in a massive network. Under this circumstance, the design field has been

expanded and developed as Sustainable Design, Service Design, Social Design,

etc which are areas of expertise that could contribute common prosperity and

create social value.

As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has been accelerated, the design also

needs to understand empirical environment and switch to value creation through

the co-creation. An experience encourages consumers to participate in the course

of co-creation. Consumers can change passive audiences into active players, in-

vesting results with values in the course of co-creation.

Traditional Public Communication Design that is to transmit information to con-

sumers is focused on the advertisement which is based on the mass media.

However, this kind promoter-centered, unilateral persuasion and argument have

trouble in achieving the intended goal. In this research, therefore, I argue that it

needs to understand the features of changed communication circumstances and

consumers. Besides it has to be switched to something that includes a 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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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of consumers in Public Communication Design. This means that

Value-Creation Process with participation in Public Communication Design has

positive influences on changing active attitude of consumers.

In the pursuit of this purpose, a sound theoretical basis for participation-cen-

tered Public Communication Design strategy is formed, using Public

Communication Design and co-design with the previous researches and case

studies. Based on this strategy, a way of application can be seen in the re-

search of work. The research of work concentrates on a school violence pre-

vention movement among the various subjects of Public Communication Design.

The concept of ‘Change the (Black)Sheep', which means emotional recovery and

conveying sympathetic message with positive feeling experience is used to es-

tablish communication strategy. As a participation design method, the concept of

co-design kit is used to design participatory methods by stage and set-up. Each

stage is divided into learn, do, and feel.

consumers as a co-creator will experience and complete Public Communication

Design throughout the following campaign strategies given : co-creation, shar-

ing, and spread.

In this thesis, a significance/meaning could be found in trying to expand a

range of application in existing Public Communication Design method.

Furthermore, a which type of co-design that could be tried for a certain Public

Communication Design is a empirical verification work which could offer a prac-

tical value for Public Communication Design in the form of participation design.

Keyword: Public Communication Campaign, Co-design, Co-creation, Co-design Kit,

Positive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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