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베카 브루커

퀴어 디자인 클럽 공동 창업자

2019년에 QDC를 조직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어느 날 구글에서 ‘퀴어 디자인’을 

검색해봤다. 퀴어 디자인 센터 같은 

오프라인 공간을 찾았으나 활발하게 

운영하는 것 같지 않았고, 테크 

분야의 LGBTQ+를 위한 모임에서 

디자이너끼리 교류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퀴어 디자이너 모임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던 차에 트위터에서 이미 

퀴어 디자이너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던 존 하나월트John Hanawalt를 

알게 됐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존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던 나는 그 후 몇 달간 준비해 

QDC 웹사이트를 론칭하고 

슬랙Slack에 채널을 개설했다. 

현재 몇 명의 멤버가 등록되어 

있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슬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웹사이트의 디렉토리에는 약 1300명, 

슬랙에는 약 2600명이 등록되어 있다. 

멤버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싶었다. 

구글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퀴어 디자이너로 나오는 것이 불편한 

사람도 분명 있다. 그럴 땐 디렉토리에 

등록하지 않고 슬랙에서만 활동해도 

된다. LGBTQ+ 커뮤니티를 조직하면서 

‘안전감’을 최우선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슬랙에서, 

트위터에서 했다고 말하지 슬랙의 

QDC에서 얘기했다고 특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나. 누가 굳이 되묻지 않는 

이상. 또한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이미 

슬랙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소셜 미디어보다 이를 통해 멤버를 

모으는 것이 수월할 것이라 생각했다.

커뮤니티 규모가 커지면서 

운영진을 추가로 섭외하는 

일은 불가피했을 것 같다. 

공동 설립자인 존이 지난해부터 

조용한(silent) 설립자로 역할을 

변경하면서 이사회 멤버를 모집했다.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매달 1회 

이사회에 참여하며, 각 이사진은 각자 

다른 역할을 맡고 있다. 멤버십 담당은 

커뮤니티 멤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지 고민하고 스폰서십 담당은 

우리와 협업할 기업을 물색한다. 

QDC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났다. 

그동안 무엇을 성취했나? 

우선 커뮤니티에 자생력이 생겼다는 

점. 운영자 입장에서 이용자들 사이에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다양한 

장치로 유도하지 않아도 그 지점까지 

왔다. 서로를 친족처럼 보살피고 

일종의 연대감도 느낀다. 지속 가능한 

선순환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 같다. 

무엇보다 설립자로서 가장 기쁜 

점은 이 커뮤니티가 누군가에게 

생명선(lifeline) 역할까지도 한다는 

것이다. 성 정체성, 그리고 일상과 

직업 환경에서 느끼는 고립감에 

대해 공격받을 염려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설립 

목적이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지난 

몇 달간 QDC에서 레베카, 나 자신의 

색을 지우려고 애썼다. QDC는 더 이상 

팬데믹은 모두에게 힘들었지만 특히 LGBTQ+ 디자이너에게 

가혹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스젠더 디자이너의 실업률이 

29%일 때 트렌스젠더 디자이너는 41%가량이 직업을 

잃었다. 퀴어 디자인 클럽(이하 QDC)이 퀴어 디자이너 혹은 

디자인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QDC의 두 번째 서베이 

‘2021 퀴어 디자인 카운트Queer Design Count’의 결과 

중 일부다. 물론 퀴어 디자이너에 대한 조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AIGA의 디자인 센서스에서도 LQBTQ+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 자료에서 응답자의 11%가 

LGBTQ+로 밝혀졌고, 2019년에는 15%로 증가했다. 

AIGA의 설문 결과는 응당 신뢰할 만한 것이지만 15%는 

작은 숫자가 아니기에 좀 더 면밀하고 생생하게 LGBTQ+ 

디자이너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QDC가 

2019년 커뮤니티를 설립하면서 업계 최초의 LGBTQ+ 

서베이를 진행한 이유기도 하다. “서베이 샘플 사이즈가 작고, 

LGBTQ+ 디자이너의 총수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그러나 소외된 공동체의 목소리를 듣기 전에 그들이 완벽한 

데이터를 가져오길 바란다면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디자인 분야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성취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2019 퀴어 디자인 카운트) 956개의 답변과 

2019년 AIGA의 데이터를 참고한 QDC의 첫 번째 서베이 

2019 퀴어 디자인 카운트는 지난 3년간 QDC가 퀴어 

디자인업계에 대한 담론의 장이 되는 데 혁혁한 기여를 

했다. 2021년의 두 번째 서베이 결과는 7월 7일 QDC의 

온라인 서밋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QDC 공동 설립자로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커뮤니티의 중심과 뼈대를 설계하는 

레베카 브루커Rebecca Brooker는 “서베이는 말 그대로 

디자인업계 내 LGBTQ+ 인구에 대한 맥박 검사다. 이 진단이 

미래에 퀴어 디자이너들이 보다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데 유효한 자료로 쓰이길 바란다”며 말문을 열었다. 

queerdesign.club

서로를 포용하는 

안전한 디자이너 커뮤니티
온라인은 오프라인보다 넓다. 지금 ‘나와 비슷한 사람’과 함께 있지 않더라도 그들은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을 수도 있다.  

디자인과 다양성을 동시에 쥔 양손잡이 디자이너들이 모인 세계를 소개한다. 

퀴어 디자인 클럽

Queer Design Club 

1, 2 퀴어 팟캐스트 ‘Food 4 Thot’의 브랜딩. 디자인 벤 바그너Ben Wagner

3, 4 ‘Forever Gay Pin’. 디자인 Ben Wagner

5 인문학과 점성술을 활용해 스토리텔러로 활동하는 제시카 라냐두Jessica Lanyadoo의 

웹사이트 브랜딩. 디자인 Studio Luta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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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 와인 & 디자인 

Ladies, Wine & Design

레베카와 존의 커뮤니티가 아니다. 나는 

다른 운영진과 함께 이곳의 뼈대를 

세우고 유지하는 운영자이자 QDC의 

일원이 되는 일에 무게를 싣는 중이다. 

QDC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규모가 점점 더 커져가는 이 커뮤니티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할까 따져보는 

일이다.(웃음) 나는 풀타임 직업을 

갖고 있는데 QDC까지 운영하다 보니 

2개의 풀타임 일을 하는 느낌이다. 

재정적인 부분도 풀어가야 할 숙제다. 

줌으로 이벤트 하나만 진행하려고 

해도 100명 이상 들어오게 하려면 

프리미엄 서비스를 구독해야 한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도 정말 

많이 들어온다. 다 좋은데, 실현하려면 

디자이너나 개발자를 고용해야 한다. 

호의, 부탁, 자발적 참여도 한계가 있지 

않나. 이사회 멤버들과 함께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마치 스타트업 설립자와 

인터뷰하는 느낌이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QDC를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본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로는 수익 모델이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재정 지원이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은 커져가는 커뮤니티 

운영을 위한 만큼일 뿐이다. 

QDC 안에서 의미 있는 사례도 

꽤 나왔을 것 같다. 

QDC 슬랙에 ‘Job Advice’, ‘Job 

Posting’ 채널이 있다. 여기서 프리랜서 

일을 구했다거나 협업할 파트너를 

찾았다며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메일을 

자주 받는다. 기억에 남는 첫 사례는, 

동성애가 금지된 중동 국가의 퀴어 

디자이너가 QDC를 통해 미국에 있는 

디자이너와 연결되어 협업했던 일이다. 

QDC 설립 의도를 고려할 때 가장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례는 스튜디오 

루탈리카Studio Lutalica다. QDC에서 

만난 디자이너들이 설립한 퀴어 & 

페미니스트 디자인 에이전시인데, 

그 이후에 추가로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QDC를 통해 채용하고 있다. 

슬랙의 잡 포스팅 채널에서 구직을 

할 경우, 지원자가 LGBTQ+ 

친화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확신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진이 어떤 

기준을 갖고 구직 공고를 올리는 회사나 

개인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특정 

회사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멤버들이 

슬랙 채널에 그 일화를 공유함으로써 

다른 멤버들이 그 회사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돕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그 회사에서 다시 채용 공고를 

올릴 경우 누구든 비판적인 코멘트를 

달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 

정체성에 대한 편견이 없는 팀이나 

회사가 이 채널에 채용 공고를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다. 

퀴어 디자이너가 소속해 있는 

집단이라면 어느 정도 포용성이 

보장된다는 뜻도 되겠다.

LGBTQ+ 디자이너는 여성, 남성의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는 일상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몇 개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태어난 성별과 현재 

사용하는 이름, 이메일로 추정할 수 있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아서 거절당하기도 

한다. 단순한 번거로움은 차치하더라도 

여기서 촉발되는 당혹감, 좌절감은 퀴어 

디자이너의 의견으로 개선될 수 있다. 

당장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음에, 

혹은 그다음에 디자인할 때 다른 팀 

멤버들도 한 번쯤 고려해보지 않을까.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누군가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 말이다. 

QDC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디자인 분야에 있는 LGBTQ+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에 동의하는 디자인 파트너, 팀, 

조직을 동일 선상에 두는 것(align)이다. 

목소리에 힘을 가지려면 규모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자면 펀딩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QDC가 비영리 혹은 

영리 조직으로 변모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럴지언정 본래 

설립 의도만큼은 반드시 지키고 싶다. 

글 신정원 통신원 자료 제공 QDC

제시카 월시Jessica Walsh가 크리에이티브 

신의 모든 여성(womxn*)과 논바이너리를 

위해 2015년 설립한 커뮤니티다. 월시는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를 운영하며 이름을 

알렸지만 각종 질투가 담긴 메시지와 혐오 메일, 

노골적인 성차별 메시지를 받고 있었다. 미국 

크리에이티브 산업의 여성 CEO는 전체의 단 

5%이고, 아트 디렉터는 9.6%에 불과하지만 

월시는 이런 토양에 상관없이 자신의 성취를 

길러내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여성 디자이너가 

트위터에서 자신을 비난했을 때는 무언가 달랐다. 

‘그저 젊고 예쁘니 성공한 것’이라는 말이 같은 

여성에게서 나온 것이 무엇 때문인지 확인하고 

싶어진 것이다. 월시는 그 트위터리안에게 

메일을 보내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 그 악플러가 사실은 자신의 작업을 

진심으로 훌륭하다고 평가하는 크리에이티브 

신의 동료임을 확인했다. 월시는 이 일을 계기로 

꾸준한 커리어 활동이 쉽지 않고, 또 리더가 될 

확률이 무척 희박한 환경에서는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로 

알고 지낸다면, 나와 같은 어려움을 느끼는 

동지로 인식하게 된다면 이 구조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월시는 크리에이티브 신에, 특히 

리더의 자리에 더 많은 여성이 설 수 있도록 

돕는 레이디스, 와인 & 디자인을 만들었다. 

현재 285개의 도시에서 다양한 무료 멘토링, 

포트폴리오 리뷰를 제공하고 토크와 밋업을 

열고 있다. 스스로를 여성으로 정의한다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다. 

ladieswinedesign.com 

글 박슬기 기자

“그냥 넘겨짚지 말자. 그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항상 물어보자(Never 

assume. Always ask pronouns).” 모든 

여성(womxn*)과 인터섹스, 논바이너리 디지털 

디자이너 커뮤니티인 디지걸의 내부 규정 중 

하나다. 디지털 아티스트 캐티 테일러Catty 

Taylor를 중심으로 2019년에 만든 디지걸은 

250명가량의 멤버들이 활동 중이다. 〈데이즈드〉 

〈LOVE〉 등 패션 매거진과 협업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운영자 캐티 테일러가 3D 디자인과 

애니메이션을 독학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만큼 

프리랜서의 프로젝트 구인 정보가 활발하게 

교류되고 있다. 또 커뮤니티 구성원의 롤 모델과 

멘토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 공정한 

페이와 존중받는 업무 환경에 관심을 쏟고, 함께 

전시를 열기도 한다. digi.gxl 

디지걸DIGI-GXL

* womxn : ‘woman’의 대안어.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등 

자신을 여성으로 정체화한 모두를 포용하는 단어다.

1

2

3

4

1 프라이드 먼스를 기념해 커뮤니티 구성원인 벤 바그너가 

링크NYC LinkNYC 스크린에 25명의 LGBTQ+ 아티스트 작품을 싣는 쇼케이스를 열었다.

2, 3 LGBTQ+의 건강보험 보장에 대한 권리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 LVNDR의 브랜딩. 디자인 Studio Lutalica

4 스튜디오 루탈리카의 온라인 전시 〈Days of Rage〉. 

LGBTQ+ 인권 보장을 위한 운동 포스터를 모았다.

Project 서로를 포용하는 안전한 디자이너 커뮤니티52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