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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first to expand participation types in the field of beauty 
design by examining activities in the field, and second, to seek practical methods for 
addressing the important issue of social responsibility amid the current pandemic 
situation. Accordingly, social responsibility in design was examined through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The features of practice domains and design performance fields 
were examined comparativel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social practices take 
place in various sectors, with sensibility toward the environment being escalated to 
a new level in the cosmetics industry. In terms of cosmetics enterprise practices, 
collecting, recycling, manufacturing, and retail networking has been established to 
reuse up to 95% of waste resources. Furthermore, ethical responsibility and partici-
pation concerning product and service waste resources are recommended, resulting in 
the supply of eco-friendly products in a virtuous cycle. In terms of systematic policy, 
even component transformation (such as organic certification and excluding toxic 
substances) is being carried out. However, it was difficult to identify such responsible 
activities in Korea; thus, systematic practice is needed. Designers take part in talent 
donation activities, and it was the sector they prefer the most.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duct studies on limitations such as venues equipped with cosmetics 
procedure equipment and public cosmetics sanitation and make systematic improve-
ment, such that activities can be led with initiative from passive participation.

Keywords: beauty design(뷰티 디자인), social responsibility(사회적 책임), talent 
donation(재능기부), cosmetics enterprise(화장품 기업), beauty enterprise
(미용 기업)

I.� Introduction

현대의 디자인은 편리성 추구나 이윤 창출을 넘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전환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들이 디자인 여러 분야에 걸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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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있다. 기업은 영리 목적 외에 윤리성을 중요시

하고 공유가치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디자이너 역시 공익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

해 생산과 유통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뷰티 디자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뷰티 디자인은 인간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통

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분야로 헤어, 메이크업, 피

부, 네일 분야 등이 있으며,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소

모되는 화장품에 관련된 디자인도 포함하고 있다. 현
재 외모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뷰티 디자인 분야는 꾸

준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의 화장품 산업은 

단순히 이익 증대를 위한 경영을 넘어서 원료 생산 및 

유통과 사용 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

에 대한 감수성을 새로이 하고 있고, 경제적 가치 이

상의 사회적 가치를 위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소
비자와 직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미용실 등에서는 폐

기되는 모발 등을 재생자원으로 활용하는 시도를 하

고 있으며, 디자이너들은 재능기부를 통해 인간 중심

에 가치를 둔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수행 방법 및 

영역의 확대가 미흡하여 특정한 영역에서만 활발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뷰티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재능기부 활동이 화장품 기업과 미용 기업

의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Cho 
and Park(2012)와 Lee(2016) 등이 있고, 고객만족도 

그리고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Kim 
and Lee(2012) 등이 있다. 또 우리나라 뷰티산업의 사

회적 책임경영 개선 방안 연구로 Jeung(2020)이 있고, 
디자이너의 미용 재능기부 인식과 사회적 책임 활동

에 관한 연구로 Lee(2020)가 있으며, 모발 기부에 대

한 인식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로는 Hong(2012)
이 있다. 그러나 재능기부 활동과 이를 통한 마케팅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책
임 수행 사례에 관한 연구들은 화장품 기업에 관한 연

구들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미용 기업에 관한 사례들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뷰티 

디자인 분야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관한 사례들을 조

사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후속 연구의 자료로 활용되

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타 디자인 분야에 비

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활동 사례와 현황을 통해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고 효과적인 활동 방향과 관리를 위한 방안 및 영역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차원에서 

필요한 사회적 디자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사

회적 디자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확인하고, 책임을 수

행하고 있는 분야의 사례들을 조사하여 시대적 변화

에 따라 추구되는 다양한 디자인 유형들과 실천적 사

례들을 연결한 표를 통해 타 디자인 분야의 영역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시대가 거듭할수록 광범위해

지는 뷰티 디자인의 범위를 시술에 필요한 제품을 생

산, 유통, 판매하는 기업을 화장품 기업으로 분류하

고, 시술 행위가 이루어지는 미용실을 미용 기업으로 

정의하여 사회적 책임 활동의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뷰티 디자인, 미용 산업, 
화장품 기업, 사회적 책임, 미용 기업, 재능기부를 키

워드로 한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문헌 자료 및 인

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또 기업에 속하

지 않은 개인 디자이너를 별도로 분류하여 디자이너

들의 수행 영역도 함께 살펴 사회적 가치 실현의 현황

을 파악하였다.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서는 연구의 의의 및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의 방법과 내용을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와 문헌 조사를 통해 디자인의 사

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념과 변화의 

흐름을 살펴 현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인식들을 알

아보고자 하였으며, 타 디자인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수행되고 있는 책임 활동들을 소재 측면, 생산․유

통․폐기 측면, 인간 중심적 측면으로 집약하여 사례

들을 고찰하고, 디자인 정의에 따른 유형별로 분류하

였다. 3장과 4장에서는 뷰티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영역을 화장품 기업과 미용 기업, 디자이너로 분

류하고, 뷰티 디자인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들을 살

펴 내용들을 정리하여 타 디자인 분야에서 나타나는 

활동과 차이점을 표로 제시하였다. 5장 결론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에 

있어 제한점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향후 활

동 유형의 확장과 참여를 위한 영역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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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Background

1.� Changes� in� awareness� toward� social� respon-

sibility�of�design

산업혁명을 통해 대량생산과 부의 축적이 가능해

지면서 건축과 공예, 산업제품들을 위한 산업디자인

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후 사진과 인쇄 기술의 발

전과 인터넷 매체 발달로 광고를 위한 그래픽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이 발전하였다. 디자인은 산

업의 발달과 맞물려 소비확산을 위한 마케팅 전략과 

연계하여 미적 외관과 기능을 끊임없이 변형하면서 

새로운 제품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역할로 변

화하였으며, 가속화된 소비와 생산은 디자인의 역할을 
도구의 편리성 추구나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만

들었다. 무분별한 이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서의 디자

인에 대한 각성이 1960년대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일

어나게 되었고 빅터 파파넥(Victor Papanek)을 필두로 

무분별한 생산에 의한 환경 폐해의 문제 제기와 사회

적인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디자인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Park, 2017). 이후 조나

단 채프먼(Jonathan Chapman)의 무분별한 소비에 관

한 문제점 제시와 도로시 맥킨지(Dorothy McKinsey) 
의 <그린 디자인>이 번역되면서 관심이 촉발되었고,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내에서도 그린 디자인, 생

태 중심주의에 기반을 둔 에코디자인 등이 등장했다

(Chapman, 2005/2010). 또 로널드 메이스(Ronald L. 
Mace)에 의해 처음 주장된 유니버설 디자인, 알테르 

문디(Alter Mundi)의 공정 무역, 이탈리아 건축가 

Paolo Soleri에 의해 시작된 지속 가능한 디자인 등 사

회적 책임의 다양한 형태는 꾸준히 발전하고 이어지

고 있다(Kim, 2013). 
현대는 사회적 디자인으로 불리며 디자이너로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할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 과정

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공존을 목표로 하며 인간과 인

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인간과 환경의 영역으로까

지 확대되었다(S. J. Kim, 2017; Y. S. Kim, 2017). 나
아가 환경뿐만 아니라, 노동, 인권 등의 인간 중심의 

가치와 동물보호 및 사회 공유가치 등 포괄적 분야를 

내포하며 발전하고 있고,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 의

식에 대한 신뢰가 기업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

고 있으며, 현실적인 요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뷰티 디자인 분야를 포함한 모든 기업은 환경에 대

한 책임 수행으로 생산과 유통, 폐기과정에서 발생하

는 오염 물질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공정한 

노동 및 이익금의 일부를 환원하거나 공유하는 소비

자 중심 즉 인간 중심에 가치를 둔 디자인 등 환경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디자인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사회적 책임 활동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

면서 법적 규제도 제정되었는데, 2010년 사회적 책임

에 대한 국제표준 ISO26000이 국제표준화기구(ISO)
에서 제정되었으며, ISO26000에서는 환경과 인권, 노
동 관행, 조직 지배구조, 공정한 운영 관행, 소비자, 지
역사회 참여 및 사회 개발 등 7대 의제를 주요 이슈로 

규정되기도 하였다(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2020). 

2.�Classification�of�social�responsibility�of�design�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들을 크게 소재 측면과 생산 및 유통, 폐기

과정의 측면, 인간중심의 가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 측면에서 나타나는 세부 영역과 디자인 유형을 

선별하여 표로 제시하였다(Fig. 1). 

1)�Material� aspect�

소재의 친환경성을 높이는 측면으로 환경에 대

한 손상을 최소화하는 소재를 의미하며, 동물보호

에 관련된 사례도 포함된다.
첫째, 원료의 사례를 살펴보면 생분해가 가능한 소

재 개발이 대표적이다. ㈜에코 준 컴퍼니의 테이크아

웃 종이컵은 옥수수 원료를 사용하여 분해가 용이 하

도록 만들었다(Lee, 2013). 이러한 사례는 인테리어 업

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스카엘(Eskayel)은 벽

지, 직물, 카펫 등을 화학섬유가 아닌 목재 펄프 섬유

로 만들고 있다(Eom & Jeong, 2018). 베르 테라(Ver 
Terra)는 친환경 일회용 식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원

료가 물과 야자수 낙엽으로만 이루어졌으며, 접착제나 
도료도 사용하지 않아 사용 약 6주 후 자연적으로 분

해되도록 생산하고 있다(S. J. Kim, 2017; Y. S. Kim, 
2017). 이 밖에 스텔라 매카트니(Stella McCartney)의 

디자인은 동물의 모피와 털의 사용을 모든 컬렉션에서 
배제하였으며,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 많은 이들에게 
에콜로지와 윤리적 트렌드를 확산시킨 중요한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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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Kim & Na, 2015). 또 파타고니아(Patagonia)
의 패딩류 제품은 동물보호를 위해 거위 털과 오리털 

등의 충전재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과 인간이 공존해 

가는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Eom & Jeong, 2018).
둘째, 소재를 재배하는 과정에서부터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파타고

니아의 면 재배 과정에서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일반

적인 면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 재배 면만을 사용하고 

있었다. 오가닉 소재를 사용한 컬렉션의 사례도 있는

데, 전 세계 유기농 면 연간 거래 순위에서 1위를 차

지하는 에일린 피셔(Eileen Fisher)는 친환경적 메시지

를 담은 플로랄 패턴의 유기농 면, 유기농 린넨 등을 

소재로 한 가든 컬렉션 등을 선보이기도 하였다(Son, 
2016). 

셋째, 폐기된 소재를 재활용하거나 쓰레기를 감소

시키는 기술개발도 있다. ㈜터치 포 굿은 산업 폐기물

로 분류되는 광고판, 현수막, 포스터 등을 재사용하여 

가방, 파우치, 카드 지갑 등을 디자인하여 판매하고 

있다. 패브릭 펜은 바느질 없이 수선이 가능한 패션 

제품으로 3D 프린트를 이용하여 스캔한 뒤 동일한 

소재와 컬러를 손상된 부분에 발사하여 의류의 활용

도를 높이고 쓰레기를 줄이는 등 소비 형태를 바꾸는 

문화에도 기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폴 폴락(Paul 

Polak)의 버려진 자동차 부품을 이용한 IDE 세라믹 

정수기는 세라믹 재질이 가진 여과 기능을 사용하여 

폐자재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인 사례이다(S. J. Kim, 
2017; Y. S. Kim, 2017).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

(Adidas)는 해변에 버려진 플라스틱을 수거하여 2016
년 조깅화와 축구 유니폼을 출시하였는데, 한 켤레를 

만드는데 평균 11개의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하였으

며, 신발 갑피, 끈, 발목을 잡아주는 힐 카운터와 삭 

라이너 등에 사용되었다(Kim, 2018). 또, 패션브랜드 

한섬은 사과 껍질을 재활용해 만들어진 비건 가죽을 

적용한 신발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 

2)�Production-retail-disposal� aspect�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오염을 줄이고 폐기물을 최소화하여 

생태계 환경을 고려한 사례들로 분류하였다. 
첫째, 생산과정에서 사례들을 살펴보면 생산 초기 

단계부터 전 과정 순환을 고려하고 있다. 르위 반스

(Lew Barnes)가 디자인한 골판지 책상은 접착제 대신 

끼워 넣기를 이용해 제작하였으며, 이스카엘은 제품 

생산 시 사용되는 용수 재활용 시스템을 갖춰 인쇄되

고 남은 폐수는 재활용하고 있으며, 유기화합물을 사

용하지 않고 무독성의 수성 잉크를 사용하여 폐기 시 

<Fig.� 1>�Domains and classifica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of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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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되도록 하였다. 또한 과잉 생산을 없애고, 폐기

물을 줄이기 위해 주문생산 방식으로만 생산되며, 매
출의 1%를 기부하고 있다(Eom & Jeong, 2018). 스마

트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한 사례도 있는데, 파울리네 

판 동어(Pauline van Dongen)가 디자인한 웨어러블 

솔라 드레스는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여 스마트 폰이

나 각종 모바일 기기를 충전할 수 있다. 또 타미힐피

거(Tommy Hilfiger)의 FML 태양광 패널을 탑재한 스

마트 점퍼는 오염을 막기 위해 생산되었으며, 빈폴 아

웃 도어의 솔라 백(Solar bag)은 일상생활에서 패션 

액세서리나 소재, 아이템에도 다양한 형태로 결합되

어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절감하는데 기여하고 

있다(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18).
둘째, 유통과정은 물류를 운송할 때 발생하는 연료 

절감, 소음, 오염물질 배출감소, 혼잡비용 절감 등이 

있다. 반 시게루(Ban Shigeru)의 사각형 심이 들어간 

두루마리 화장지는 운반할 때 공간의 절약할 수 있어

서 비용 및 대기오염을 줄여준다(Hara, 2003/2007). 
또 미국의 월마트(Walmart)는 트럭의 디젤형 보조 배

터리를 축전형 전기 발전기로 교체하여 연간 2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국내기업의 대한통운은 

LNG용 화물자동차 엔진과 배기가스 절감 장치를 부

착 운영하고 있고, 적재함을 알루미늄으로 가볍게 제

작해 연료비를 절감하고 있다(Kim, 2011). 또한 현대 

택배는 연료를 연소실에 직접 분사하는 방식의 엔진으

로 연료 절감 및 배기가스로 인한 소음을 줄였으며, 시
설과 차량을 친환경 장비로 교체하였다(Won, 2011). 
이처럼 환경 저해 요건을 감소시키기 위해 여러 장치

를 활용한 사례도 있지만, 기존에 운송화물 트럭을 전

기자동차로 교체하는 사례도 있다. 온라인몰인 SSG
닷컴은 저온유통 시스템을 갖춘 전기 배송차를 도입

해 운영 중이며, 롯데슈퍼 역시 전기 자동차 배송을 

통해 휘발유 소비를 감소시킨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

다(Choi, 2021). 
셋째,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디자이너 문 승지의 포 브라더스는 

만들 때 버려지는 나무가 없도록 도면을 설계하고, 
CNC 컷팅 기술을 이용해 나무를 절단한 후 의자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제작한다(Choi, 2020). 또,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는 A Piece of Cloth을 통해 원

단을 재단하고 봉제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최신 컴퓨

터 기술에 의해 실이 기계 안으로 들어가 곧바로 완성

된 제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적용하여 소재로 인한 

폐기물을 줄였다(Ha & Lee, 2012). 듀퐁사(Dupont)는 

공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유독성 폐기물의 35%, 발암

성 가스 물질을 90% 이상 줄이겠다는 약속과 함께 유

독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안전 부서를 설

치하여 경영시스템을 바꾸기도 하였다(Lee, 2009). 국
내에서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1995년부터 유해 물질

이나 유독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및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는 폐기

물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Seo, 2004).

3)�Human-based�value�aspect

디자인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도로 

인간공학적인 측면을 고려하거나 디자인 재능기부 등

에 대한 사례이다.
첫째,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기 위한 사례가 있다. 필립스(Philips)는 재래식 

아궁이에서 나오는 독성물질로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

는 인도의 아궁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출하라는 아궁

이를 개발하였다(Oh & Lee, 2012). 또, 스탠포드 대학

교(Stanford University)는 제3세계의 빈곤 가정에서 

저 체온 증으로 인한 영유아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으로 둘러싸여진 통 안에 산소를 주입하여 

적정한 온도를 맞추는 필터로 이루어진 저렴한 인큐

베이터를 개발하였다(Park, 2015). 공정무역과 관련한 

사례들도 있는데, 네슬레(Nestle)는 1990년대 이후부

터 아동의 노동 문제가 촉발되었던 서아프리카와 남

미지역의 농장을 중심으로 영양과 물 그리고 인권과 

농촌개발 및 환경 등 5개 분야를 중점으로 사회적 책

임을 실행하고 있다. 또, 소매 유통업체인 월마트의 

중국법인은 중국 내 모든 공급자에게 환경 및 노동 기

준을 적용,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사

례도 있다(Cho, 2010). 
둘째, 성별, 나이, 장애 및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라 할 수 있

다. 현대자동차에서 선보인 소나타 Touchable music 
seat는 청각장애인에게 음악을 시트의 진동으로 느끼

게 한다(Kim, 2014). 또, 손이 없는 장애인을 위한 다

관절 인공손 아이-림 핸드(i-LIMB Hand)는 2개의 근

육 신호를 사용하여 실제 손처럼 쥐었다 폈다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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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고안된 고도의 즉각적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

다(Index, 2005/2009). 
셋째, 디자인의 나눔, 기부사례는 정부와 기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나눔, 기부사

례는 2008년 초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희망제작소와 

공동으로 기획한 디자인 나눔 사업이 시초가 되어 활

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Hong, 2013).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기획한 사업으로 경기도 안산시 

고유지 포도 마을에 여름 일손 돕기 봉사 활동 및 지

역 특색을 살린 포도 CI 및 캐릭터를 디자인한 한국디

자인진흥원의 사례가 있다. 또, 서울디자인센터의 서

울 소재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부문, 벽화 부

문으로 활동을 전개 하였다. 
기업의 사례들을 보면 현대카드의 옥수수 전분과 

제주지역 폐석재 등을 이용한 100% 친환경 소재로 

이정표를 만들어 환경과 교감할 수 있도록 디자인 재

능기부를 한 사례가 있다(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2013). 또, ㈜카카오는 학교에 다닐 수 없

었던 할머니들의 한글학교를 지원해주는 교육 기부를 

하였다. 이 밖에 대학 산학 프로젝트 사례도 있었는데 

영세 규모의 사회적 기업의 홍보와 로고 제작, 제품 

패키지 디자인, 유니폼, 각종 서식류, 포장 디자인 및 

매장의 실내외 디자인, 제품 네이밍까지도 지원해주

는 등 해당 기업의 통합적인 마스터 디자인 플랜을 기

부하고 있다.

Ⅲ.� Social� Participation� by� Beauty�

Design

뷰티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다각적 모

색은 뷰티 디자인의 가치를 더욱 확고하게 하고 있으

며, 이에 따른 수행 영역 확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뷰티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

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던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의 사회적 책임 활동 사례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술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 유
통, 판매하는 기업을 화장품 기업으로 분류하여 살펴

보았다. 또, 시술 행위가 이루어지는 미용실을 미용 

기업으로 정의하여 조사하였고, 기업에 속하지 않은 

개인 디자이너를 별도로 분류하여 디자이너들의 수행 

영역도 함께 살펴보았으며, 영역별로 실천 사례들의 

활동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하여 영역 확장에 도움

이 되고자 하였다(Fig. 2).

<Fig.� 2>�Value realization domains and contents of beaut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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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osmetics� enterprises

화장품 기업의 사회적 실천에 관한 사례들에서는 

친환경 소재 및 제품개발, 생산과정에서의 폐기물 감

소와 재활용을 위한 활동,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배

기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 등 다양하게 실천되

고 있었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개발한 사례들로는 (주)

피지 아이엔디는 국내 최초로 친환경 피혁, 섬유, 염
모제 등에 사용하는 오배자와 감 등 6가지 천연염료

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식물성 천연염료 생산 라인을 

구축하였다. 이 염모제는 무 PPD 타입이자 무 암모니

아로 자극 없이 염색이 가능하며 또한 원료를 추출한 

후 찌꺼기를 건조해 농경지 비료로 활용하고, 생산라

인의 세척수를 처리하기 위한 폐수 처리장을 설치했

다(Yoon, 2011). 중외제약에서는 아몬드, 올리브오일, 
오징어 먹물을 원료로 하고 지하 암반수를 원수로 사

용하며,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실크 단백질을 사용하

여 수소 이온 농도를 중성(6.5~6.9)으로 유지, 자극을 

최소화한 염색약 개발 사례도 있다(Lee, 2008). 
미용기기에 사용된 친환경 소재의 경우로는 이지

엘 마스크가 있었는데, 덴마크의 친환경 섬유 크바드 

라트 원단과 신소재 Room-it 원단으로 제작되었다

(Kim, 2021). 또, 원료 자체를 유기농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비유전자변형과 같은 환경친화적인 

원료와 재질을 사용하고 포장재로 사용하는 것으로 

95% 이상의 유기농 재료 사용, 파라벤 무 함유, 동물 

보호를 위한 화장품 안전성 테스트를 하지 않은 제품 

등 친환경적 원료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아
직까지 국내외에서 100%의 유기농 제품 개발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환경 보호를 실천하거나 

아토피나 알러지 등이 있는 소비자들은 천연 유기농 

소재를 가지고 직접 화장품을 만들어 쓰기도 한다. 하
모 셀은 천연 계면 활성제를 함유해 두피와 모발에 자

극을 줄이고, 환경 손상을 감소시켜주는 무실리콘 헤

어클리닉 제품을 개발하였다. 또, 한국화학연구원 환

경자원연구팀은 나노 촉매 연구 기반을 바탕으로 제

조공정에 무독성 용매를 사용해 환경친화적 펌 용제

를 개발하였다(Cho, 2004). 사용을 편리하게 하여 시

술 과정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사례로는 액

체 형 염모제에 유해 성분으로 분류돼 있는 PPD나 암

모니아도 첨가되지 않아 환경오염을 줄여주는 중외제

약의 제품도 있다(Shin, 2009). 
재활용의 사례에서는 버려지는 머리카락을 이용한 

기술개발이 많았다. 생활 쓰레기로 버려지는 머리카

락을 활용한 생체 기반 습도 정밀 측정 기술(Kim, 
2019)이 개발되었으며, 식물용 아미노산 비료를 생산 

준비 중이기도 하다(17 Victory Cooperative, 2018). 
아모레퍼시픽, 올리브영 등은 포장재를 기존 PVC 비
닐 소재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크라프트지로 교체하여 

고객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플라스틱 절감을 통한 환

경 보호도 실천 중이다(Park, 2020). 
폐기의 사례로는 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로 인해 발

생하는 폐기물을 생산과정에서부터 감소시키는 노력

들이 많았다. 아모레 퍼시픽은 2009년 친환경 종이를 

사용한 포장 상자를 사용하여 폐기 시 발생하는 온실

가스의 배출량을 제품에 표기하는 탄소 성적표지 인

증 절차를 시행하였다. 또,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리

필 스테이션을 운영 중이며, 매장에 샴푸와 바디 워시 

제품의 내용물을 원하는 만큼 소분해 판매하는 사례

도 있었다. 이 외에도 여러 기업에서 제품 용기를 재

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거나 불필요한 제품과 패키지

를 제거하여 폐기 발생물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었다.
유통과정에서는 지역물류센터를 한곳에 통합해 맞

춤형 생산으로 재고 물류를 줄이고, 유통과정을 최소

화함으로써 배기가스 및 온실가스 등을 줄이는 사례

들이 있었다.
이 밖에도 환경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인간 중

심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었는데, 공정

무역, 재능기부 활동 등이 있었다.
공정무역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 더 바디 샵의 제

3세계 오지의 원주민들과의 공정한 가격 정책을 통해 

지역 생산자들의 경제력을 키우기 위한 커뮤니티 프

로그램이 있었다. 또, 사회적 기업이자 코스메틱 브랜

드인 그루 테라피는 개발 도상국가의 여성 생산자들

이 자연 농법으로 재배한 친환경 원료를 정당하게 거

래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

한 삶을 지원하고 있다(Lara, 2020). 프랑스 업체인 떼

흐 독(Terre doc)은 원료공급원인 개발도상국의 발전

과 참여 구성원들의 인권 존중을 위해 공정 거래의 원

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생산되고 있다. 
디자이너 개인 또는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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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다양한 기부, 나눔, 봉사 형태의 사례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하이모는 2000년부터 탈모를 겪는 

소아암 환아들에게 무료 가발 제작을 지원한 러브 헤

어 캠페인(Kim, 2015)을 하였으며, 아름다운 재단이 

운영하는 희망가게는 저 소득층 한 부모 가정이 미용

실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디트 

교육사업을 추진하였다. 아모레퍼시픽의 메이크업 유

어 라이프는 암 치료 과정으로 피부의 변화,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의 변화로 고통받는 여성 암 환자들

에게 메이크업, 피부 관리, 헤어 연출법 등의 노하우 

전수와 심적 고통을 덜어주고, 긍정적 태도를 촉구하

는 캠페인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

고 있다.

2.�Beauty�enterprises

미용 기업에서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네트

워크를 구축하고, 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및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시도와 천연제품을 사용하

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프랑스미용사협회에서는 소

각이나 매립되는 머리카락으로 나일론 스타킹을 채워 

부두의 오일 등 해양 오염에 활용하고 있다. 머리카락 

무게의 약 8배까지 오염물질을 흡착하게 할 수 있고, 
세척 후 10회까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1978년

도 아모 코 오염 사태와 일본 화물선 침몰 때 유출된 

기름 제거에도 사용되었고, 해안가뿐만 아니라 강, 호
수, 도랑 등의 오염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 대형 

해양 오염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 중인 친환경

적 사례이다(Insight Research Institute, 2020).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1,000곳이 넘는 미용실에

서 나오는 폐자재의 최대 95%를 전용할 수 있도록 수

집, 재활용, 제조 및 유통업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생성된 폐기물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인식하고 참여를 권장하고 있었다. 친
환경 활동의 재정적 수익을 사용하여 지역 고용을 창

출하는 등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있었으며, 현재 이 

프로그램은 미용 업계에서 시작되어 피부 클리닉 및 

애완동물 미용실을 위한 폐기물 솔루션을 만들고 있

었으며, 참여하는 살롱에게는 친환경 제품을 공급하

여 선순환구조를 구축하였다. 구체적 실천 사례들을 

살펴보면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염색이나 펌을 할 때 사용하는 호일을 수거

하여 세척한 후 재활용 업체에 판매하고 있었으며, 플
라스틱류와 종이, 시술용 장갑 등 재사용이 가능한 일

회용 위생용품을 분리하여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업

체에 보내고 있었고, 수질의 오염원을 제거하거나 줄

이기 위한 실천으로는 화학 물질이 묻은 용수를 화학 

재활용 공장으로 보내 중화시킨 후 재활 용수로 바꾸

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Sustainable Salons, 2021). 
영국에서는 시술 과정에서부터 폐기물이 발생하는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었는데, 플
라스틱 대신 유리 용기를 사용하거나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리필 서비스 등을 실천하고 있었

고 물 낭비를 줄이기 위해 물이 흐르는 배수관 앞부분

에 에코 헤드를 장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또 생분해

성 일회용 타월을 사용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탄

소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에

너지를 100% 사용하고 있었다(New hope for danes, 
2018). 이 밖에도 유럽, 독일, 일본 등에서 유기농 인

증을 받거나 자체적인 캠페인성 인증 마크를 부착하

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존 염모제의 대표적인 독성 

물질인 PPD 성분을 배제하는 등의 성분 적인 변화까

지 시도하고 있었다(Kim, 2009). 
우리나라에서도 폐기물을 수거하는 실천들을 하고 

있었는데, 헤어드라이기, 아이론 등 재활용 인식이 낮

은 소형 폐가전을 공동 수거해 서울시 SR 센터 녹색 

소비자 연대 등 재활용 센터에 전달하고 있었다(Ham, 
2015). 또한 폐 머리카락을 수거하여 타 산업 분야와 

협업을 통해 단열성 페인트(Korean Patent No. 10- 
0056795, 2006)를 개발하고, 사람의 모발을 알칼리

성 환경에서 가수 분해하여 얻은 유기질 비료 개발

(Korean Patent No. 10-1043568, 2011)등 기술 개발을 

통한 재활용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수질 보호를 위한 

활동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효모나 김치에 들어 있

는 유산균을 비롯해 누룩 균, 광합성 세균, 방선균 등 

80여 가지 유용성 미생물들을 섞어서 만든 비누를 사

용하여 펌제와 염색제의 냄새를 없애고, 몸에 해로운 

작용도 줄이는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환경운동 단체

와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으며(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2008), 물을 전혀 사용

하지 않는 우주 인식 건식 샴푸를 사용하여, 세발시 

나오는 각종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

고 있었다(Editor in chief,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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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eauty�designer

개인 디자이너의 활동으로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이웃과 장애를 앓고 있는 

이웃 등을 위한 기술 재능기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

는 교육 재능기부가 있었으며, 미용 기업에 종사하는 

디자이너들이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다

(Sustainable Salons, 2021). 우리나라는 디자이너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야이자 선호하는 분야가 

재능기부 활동으로 나타났으며, 디자이너 개인 또는 

사회기관 및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여 수행되고 있었

다. 기업과 연계하여 무료 가발 제작을 지원하거나 투

병 중에 외모 변화로 겪는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시술 

등의 기술 재능기부, 저 소득층이나 한 부모 가정 및 

다문화 가정 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교육 재능

기부가 있었다(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0). 또, 타투를 활용하여 화상 상처를 감춰 심리적 

안정감과 자존감을 일부 회복시켜 주거나 치매 환자

에게 전화번호를 새겨주고 비만 또는 출산으로 튼 살

을 옅게 해주기도 하며, 백반증으로 위축된 환자에게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사례도 있었다(Min, 2014). 

이외 예술작품도 있는데 자신의 빠진 머리카락을 

수백, 수천 개를 동여맨 후 투명 에폭시를 수차례 덧

바르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한 디자인을 선보인 함연

주 작가의 우연이라는 작품과 드레스가 있다. 또한 푸

르바 마이클스(Purva Michaels)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 기간 동안 매일 보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주

인공으로 독특한 일러스트를 만들기도 한 사례도 있

다(Berit, 2020).  

Ⅳ.� Features� of� Beauty� Design� Cases

뷰티 디자인 분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활동들은 

확장되고 있으며, 꾸준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타 디자인 분야에서 나타나는 활동

에 따른 디자인 분류들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곧 

뷰티 디자인 분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영역의 확장

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

는 뷰티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서 나타나는 내

용들을 정리하고, 타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활동 내용

과의 차이점을 표로 제시하여(Table 1) 향후 뷰티 디

<Table� 1>�Differences in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y between beauty design and other designs

Differences in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y between beauty design and other designs

Aspect Other design field Beauty design field

Material 
aspect

* Try not to use substances from animals and 
natural substances for coexistence of 
mankind and nature

* Technology development and product design 
for humans and environment

* Efforts for organic materials in the raw material 
cultivation process were found to be insufficient.

* Performance domain and activity domain were 
narrow for cosmetic enterprises and designers

Production-
retail-

disposal 
aspect

* Efforts to reduce wastes (efforts to reduce 
waste amounts generated during recycling 
and production process)

* Technology development and product design 
for humans and environment

* Efforts to reduce water pollution and amount 
of use  

* Water pollution improvement and standards for 
waste gas reduction are necessary

* National standard had not been designated and 
enforced

* Other design fields classified as activity-based 
social design but it was not in beauty design field

* Performance domain and activity domain were 
narrow for cosmetic enterprises and designers

Human-based 
value aspect

* Talent donation education and talent 
donation and inventory sharing activity

* Fair trade through person-centered company 
management and activity of returning partial 
profits to society

* Person-centered design for disability or third world 
countries does not exist in beauty design

* Organized and diverse forms of sharing activities 
were taking place in other design fields but 
sectors excluding cosmetics enterprises only had 
technology and education talent donation

* Performance domain and activity domain were 
narrow for cosmetic enterprises and des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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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분야의 사회적 책임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수행 

영역의 확장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첫째, 뷰티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례는 화

장품 기업의 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친환경 

소재 개발 및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방안들을 확대하

여 환경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Korea Cosmetic 
Association(2021)의 조사에 따르면 K-뷰티 열풍을 이

끈 성공 요인은 인삼과 당귀 등의 한방 성분과 알로

에․달팽이 점액질․제주 용암 등 천연 성분을 제품

에 적용하는 연구를 통해 천연 유래 원료의 비중을 높

이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성공 

요인과 맞물려 화장품 기업에서는 천연 소재의 개발

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포장

재와 용기 개발을 통해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빗물 또

는 폐수의 재활용을 통한 용수 사용량 절감과 수질 및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

다. 친환경 매장 구현으로는 고효율 LED 조명 설치, 
친환경 인테리어 자재 활용, 친환경 쇼핑백 및 소모품 

사용, 환경마크 인증 제품 출시, 화장품 공병의 재활

용을 위해 공병 수거 캠페인, 플라스틱 용기를 줄이기 

위한 리필 스테이션 등 폐기물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상 속 그린라이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

양한 환경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의 실천들은 대기업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중소기업의 사례들은 찾아볼 수 없었고, 제품의 성분

에 기준치를 적용하는 등의 법적 규제가 있었으나, 활
동에 따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 활동 범위와 실천 방법들을 꾸준히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도 확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용 기업에서의 사회적 실천 방안에 대한 

고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 호주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폐 머리카락을 해양

오염을 줄이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강, 호수, 도랑 등 

사용영역의 확대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호
주에서는 지속가능한 미용실을 위하여 일회용 폐기물

을 대부분 회수하고 재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

로 모색하고 있으며, 화학약품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

질의 오염원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

었다. 영국의 미용실에서는 물과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용실 운영 방법으로 환경친화적

인 서비스 제공 방법 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

며, 시술 과정에서부터 발생하는 오염원 감소를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독일, 일본 등에서는 제품의 원재료가 유

기농일 경우 마크를 부착하게 하거나 화학성분의 재료

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회용품

에 대한 재활용을 위한 노력들은 찾아볼 수 없었으나 

소형 폐가전을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실행되고 

있었으며, 비료, 단열성 페인트 등의 기술 개발에 필요

한 폐 머리카락 재활용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수질 보

호를 위한 활동은 천연 재료로 만든 비누를 사용하거

나 물을 아끼기 위한 건식 샴푸를 사용하는 노력을 하

고 있었다. 그러나 화장품 기업에 비해 활동 범위 및 

방법들이 제한되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미용 기

업이 가진 생활 밀착형 형태의 특성으로 사람에게 직

접 시술한 제품들의 사용 및 보관에 관한 규정들이 마

련되어 있지 않았고, 펌제와 염색제 등 화학성분의 제

품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어 용기와 내용물의 분리에 

관한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디자이너의 활동으로는 재능기부 활동을 주

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거

나 장애나 투병 중에 있는 이웃들을 위한 기술 재능기

부와 교육 재능기부가 있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

우에는 미용 기업에 종사하는 디자이너들이 하나의 단

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는 디자이너 
개인 또는 활동을 주관하는 곳이 종교단체,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청소년단체, 보건 의료 건강 관련 기관 

등이 디자이너들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었고, 디

자이너가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곳은 나타나지 않았다. 

Ⅴ.�Conclusion�

현대 사회에서 디자인 분야는 이윤 추구를 너머 인

간중심의 관점으로 상호 간의 존중에 목표를 두는 변

화를 필요로 한다. 뷰티 디자인 또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사회공헌 활

동들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특히 화장품 기업

의 사회적 책임 수행 활동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디자이너들의 활동으로는 기술을 

통한 재능기부 형태의 활동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

었으나, 미용 기업에서의 활동 사례를 찾는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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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다. 뷰티 디자인은 생활 밀착형 디자인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과 소비 집단의 가치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

임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 수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변화는 1960년대에 

시작되어 이윤과 욕구를 넘어 환경에 대한 새로운 접

근과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1970년대 후반

에서 1980년대 들어서면서 기업이 사회구성원의 역

할을 자각하고 환경, 소비자, 근로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는 기업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와 문화 등에서 사회와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였

으며, 2000년대에는 규범적 체계를 위한 국제 표준화 

기구로 만들어 환경과 사람 그리고 사회를 위한 노력

과 지속가능한 디자인들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에 대한 활동 영역과 방법

들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었고, 실천 형태도 수동적 

형태에서 능동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었으며, 나아

가 법적 규제로도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
천 영역에 따른 디자인 유형은 인간중심 측면을 제외

한 모든 영역이 그린디자인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디자인을 추

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뷰티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례에서

는 2000년대 이후를 기점으로 K-beauty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국내 화장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

한 인식도 확대되었다. 소재 개발부터 소비자에 이르

기까지의 전 과정과 사용 후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가치 소비를 위한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원료 및 제품을 생산하는 

제3세계 생산자들과의 공정무역을 하고 있었으며, 기
업의 이윤 일부를 소외계층의 경제력 향상을 위해 지

원하거나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재단을 운영하기도 하

며, 기업과 교육단체가 연계한 재능기부 행사 등의 활

동도 나타났다. 미용 기업은 화장품 산업과 더불어 

K-beauty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면서 함께 성장하

였으나, 국내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활동들은 찾아보

기 힘들었으며,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와 재활용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탄소배출을 감소

시키기 위한 친환경적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디자이너들의 참여로는 재능기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가장 선호하는 활동 영역으로도 

나타났으나, 시술을 위해 설비가 갖춰진 장소와 미용 

공중위생에 관한 제약을 극복하는 연구과제가 남아있

다. 또한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미용 기업과 디자이너

들의 활동이 수동적 참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

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개선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뷰티 디자인은 다가올 미래에 AI로 인해 사라지는 

직업군 중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점에서 뷰티 디자인은 사회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그만큼 인간이 공존하고 있는 사회 환

경과 가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부족하였던 뷰티 디자인 분야

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활동들을 조사하는데 있으며, 
수행에 요구되는 인식확장을 통한 실행 영역 및 구체

적 방법과 방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있다. 제한점으로는 뷰티 디자인 영역을 분류하는데 

있어 체계가 부족하여 미용 기업을 미용실로 국한하

여 조사하였다는 점과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인터넷 

자료와 기업과 기관의 홈페이지 정보를 사용하였다는 

것에 있으며, 이마저도 국내의 활동에 대한 자료가 부

족하여 국외의 사례 자료를 인터넷 자료에 의존하였

다는 점에 있다. 향후 뷰티 디자인 영역 및 유형의 재

정립이 요구되며, 뷰티 디자인 분야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가 제시한 사례들에

서 영역별 실천방안의 부족을 인식하고,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적 책임에 대

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있어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후속 연구에 조금이나

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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