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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에 대해 기업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며, 
소비자에게도 기업만의 책임이라거나 다른 사람
들의 문제로 돌리지 않고 동참하도록 제안한다. 환
경 오염과 환경 파괴로 인한 피해가 먼 미래에 일
어날 수도 있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벌
어지고 있는 나의 현실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기
업과 소비자 모두 무지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현
재 진행 중인 충격적인 진실을 똑바로 대면하며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메
시지를 전달한다.

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환경 문제를 충격적으로
체감한다

다른 측정 기준을 제시하는 물병

해양 플라스틱으로 채운 모래시계

브라질의 주스 브랜드인 그린피플이 3월 22일, 한국의 
광고 에이전시인 제일기획과 낭비되는 물의 양을 알려
주는 물병을 제작했다. 고장 난 수도꼭지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다. 또, 샤워
하거나 양치하는 동안 버려지는 물 역시 얼마나 많이 사
용하는지 잘 모른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물을 측정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500㎖의 물병에는 고
장 난 수도꼭지에서 18분간 떨어진 물의 양이라는 문구
가, 1.5ℓ짜리에는 양치 후 입을 헹구는 40초 동안 버려진 
물의 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일상에서 간과되는 지
점을 포착해 자원 낭비라는 추상적인 개념
을 구체화한다. 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
서 물 절약의 중요성을 각인시킨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인 브로디 닐이 밀라노 디
자인 위크(Milan Design Week) 2019에서 마이크로 플
라스틱으로 채운 모래시계를 전시했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 모래 대신에 오스트레일리
아의 태즈메이니아(Tasmania) 섬에서 수집한 플라스
틱을 넣었다. 금속 뚜껑의 양쪽 끝에 플라스틱을 수집
한 위치를 새겨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버려지는 플라스
틱 쓰레기를 상기시킨다. 시계 제조사라면 세계 곳곳에
서 수집한 플라스틱 조각을 넣은 모래 시계로 시간이 흐
를수록 쌓여만 가는 쓰레기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키
며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심결에 하나둘씩 버린 쓰
레기의 파급력을 느끼며, 물건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도
록 독려한다.

The Waste Measures, Greenpeople & Cheil
greenpeople.com.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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