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드럽지만 강한 ‘넛지(Nudge)’의 힘
3D프린팅을 활용한 ‘생활과 과학’ 넛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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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학기술 발전의 양날의 검
Ÿ

화장하는 동물들... 독성 실험의 불편한 진실

Ÿ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기업의 노력

“새로운 과학기술 시대에 민첩하고 책임감 있게 대처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커진 세상의 일부가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 클라우드 슈밥 (Klaus Schwab, 1938~) -

1

과학기술 발전의 양날의 검
화장하는 동물들... 독성 실험의 불편한 진실
화장품 개발로 인해 변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은?
많은 화장품 기업에서는 “24시간 지속되는 보

드레이즈 테스트

습력”, “지워지지 않는 착색”, “들뜨지 않는 커

(Draize test)

버력” 등의 수식어를 앞세워 좋은 품질의 화장품
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동물실험을 통해 연구하
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마스카라의 유해
성을 실험하기 위해 토끼에게 드레이즈 테스트
(Draize test)를 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속눈썹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마스카라]

와 같이 인류의 화장품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긍
정적, 부정적 측면은 무엇이 있을까?

미국의 독성학자 존 H.
드레이즈(John

H.Draize)

가 1944년에 개발한 실험

인류문명의 발전을 위해 동물실험을 꼭 해야 할까?

으로 토끼를 머리만 나온
채로 움직이지 못하게 고
정시킨 후 마취도 하지 않
고 토끼의 눈에 화학 물질
을 주입하는

방법1)이다.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동물에 희생되는 동물의 수는 연간 약 1억 마리가 넘
는다.2) 화장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여러 제품들의 안전
성과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동물들이 ‘실험동물’로 이용되고 있다.

[여러 가지 실험에 동원되는 동물들]

1) 전영석 외 3인 (2020). 고등학교 생활과 과학, 대구광역시교육청, pp.92-93.
2) 뉴스1 : https://www.news1.kr/articles/?2976080, (2017년 4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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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물실험이 유해성을 확인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동물실험을 제품이 인간에게 적용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심심
치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실험동물들의 관리와 복지에 관련된 법
과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이를 합치면 20여 개에 이르고 관련 부처도 많아서 관리
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3)

[‘화장’하는 동물들... 독성실험의 불편한 진실4),
SBS뉴스, 2012년 11월 13일자]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사람의 눈처럼 깜박이고 폐처럼 숨
은 쉬는 기능을 하는 칩을 장기칩이라
고 하는데요. ··· 현재 눈과 폐 외에도
피부와 혈관, 신장 등 15가지가 넘는
장기칩이 개발된 상태여서 윤리 문제
가 불거지는 동물실험의 해법으로 자
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물권(Animal right)6)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

[눈처럼 깜박깜박...동물실험 대체할 장기칩5),

-뉴스내용일부-

YTN사이언스, 2019년 8월 21일자]

에게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뜻
한다. 영국 저술가 헨리
S. 솔트(1892)는 “사람이

이처럼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나 화장품 개발을 위한 실험에서 동물권과

권리를 가진다면 의심의

생명윤리는 보장되고 있지 못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동물실험에서는 그 대체방법

여지없이 동물의 권리를

을 개발하여 인류문명을 위해 희생되는 동물들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가진다”고 하였다.

생명윤리(Bioethics)7)

내가 사용하는 물건들 중에 동물실험을 통해 개발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의학·생명 과학기술의 발
달에 따라 야기된 다양한
윤리적·법적·사회적

문제

들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3)
4)
5)
6)
7)

데일리벳, https://www.dailyvet.co.kr/news/practice/laboratory-animal/115815, (2019년 7월 4일자)
SBS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482324, (2012년 11월 13일자)
YTN사이언스, https://www.ytn.co.kr/_ln/0105_201908210038175406, (2019년 8월 21일자)
두산백과, (2020년 12월 30일 검색)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NIBP, http://www.nibp.kr/xe/info2_talk/77140, (2020년 12월 2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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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뷰티와 클린 뷰티
최근에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출시하는 화장품의 형태인 비건 뷰티(Began

비건 뷰티

Beauty)를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

(Began Beauty)10)

을 줄이기 위한 포장재를 최소화한 제품, 화장품 용기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
록 리필제도를 운영하는 컨셉인 클린 뷰티(Clean Beauty)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다.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

고, 동물성 원료를 사용
하지 않는 뷰티 트렌드이
다.
한국비건인증원,

영국

[리필 스테이션, 아모레퍼시픽,

[클린 뷰티 캠페인, 올리브영, 2020]

2020]8)

비건 소사이어티, 프랑스
이브 비건 등을 통해 비

피부에 유해한 의심성분 필수 배제,

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동물성 원료 배제,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클린
뷰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만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고, 코코넛 껍질로 만
든 용기로 재사용할 수 있다.

클린 뷰티(Clean Beauty)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배제함과 동시에 환경까
지 생각하는 뷰티 트렌드
로 비건뷰티와 함께 사용
된다.
[자연유래성분 화장품 생산,
아베다, 2020]

[화장품 동물실험

[대체실험장려

반대기업, 더바디샵,

‘러쉬 프라이즈 2020’,

2018]9)

러쉬코리아, 2020]

세계 전통 부족과 파트

800만 명의 서명을 UN

너쉽을 맺어 현지에서 식

총회에 전달하며 동물실

대체 실험에 기여한 사

물성

험 반대 캠페인을 벌이

람과 기업을 위한 ‘러쉬

고 있다.

프라이즈’를 매년 개최

원료를

공급받고,

100% 인증된 풍력에너지
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한다. 따라서 동물·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8) 중앙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5&aid=0003050347, (2020년 11월 8일자)
9) 한국 더바디샵 : https://youtu.be/Lzs5PhMwrUY, (2018년 3월 23일자)
10) 파우더룸 : https://bit.ly/3cckmCR, (2020년 12월 26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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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을

하고 있다.

반대하며,

생활패턴 속 건강한 사고의 변화 : 가치소비
쓰레기가 없는 슈퍼마켓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독일 베를린 주택가에는 세계
최초로 쓰레기 없는 슈퍼마켓 OU마켓(Original Unverpackt)이 문을 열었다. 이후,

OU마켓 소개 영상
https://youtu.be/uLxsuiy_
-Mo

미국, 유럽, 아시아 각지에서 쓰레기가 없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소비에 동
참하는 수천 개의 슈퍼마켓과 레스토랑이 문을 열면서 가치 있는 소비에 대한 인식
이 큰 화두로 자리매김하였다.

[세계 최초의 쓰레기 없는 슈퍼마켓,

[뉴스G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가게

OU마켓, 독일 베를린]

OU마켓, 뉴스EBS, 2019]11)

국내에도 전 세계적 노력에 발맞추어 쓰레기가 없는 생활패턴을 만들고 그 속에서
건강한 자원의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서울의 더피커(thepicker)
와 같은 브랜드들이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쓰레기 없는
슈퍼마켓, 더피커, 대한민국
서울]12)

[더피커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제로 웨이스트 물품, 더피커, 2020]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가치 있는 소비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실천하기 위해 생
산자와 소비자 모두 생각의 전환을 통해 인간과 동물,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가치소
비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 가치 있는 소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 우리는 왜 가치소비를 해야 하나요?

11) 뉴스EBS : https://youtu.be/uLxsuiy_-Mo, (2019년 10월 20일자)
12) 더피커 : https://www.instagram.com/p/CA4qvtmpZyQ/?igshid=z8vtffec1csk, (2020년 6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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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활동 : 실험동물의 날 캠페인 포스터 기획하기
Ÿ

세계 실험동물의 날(4월 24일)을 기억하기 위해 모둠원들의 다양한 아이
디어를 모아 새로운 캠페인을 기획해보자!

세계 실험동물의 날
(World Day for
Laboratory Animals)

Step 1. 세계 실험동물의 날 캠페인 포스터 기획

1979년 영국의 생체해
부반대협회(National Anti
- Vivisection

Society)

가 실험동물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매년 4월

캐치프레이즈

24일을 세계 실험동물의
날로 지정하였다.
UN이 공식지정한 이 날
은 비윤리적인 동물실험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
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
고 있다.

이미지구성

설명 내용

▼
Step 2. 기대효과
본 포스터는 (
사람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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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를 위한 것으로,
)의 인식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2-3차시 부드러운 개입]

Ⅱ. 생활패턴 분석을 통한 문제원인 발견과 해결
Ÿ

나는 어떤 소비를 하고 있나요?

Ÿ

넛지디자인으로 문제해결 아이디어 제시

Ⅲ. 과학기술을 통한 문제 해결
Ÿ

다양한 과학기술의 적용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용해야만 한다.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행해야 한다.”
- 요한 볼프강 폰 괴테 (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 -

2

생활패턴 분석을 통한 문제 원인 발견과 해결
나는 어떤 소비를 하고 있나요?
‘문제가 되는 소비’ 짚어보기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브랜드와 마주하게 된다.
통신, 의류, 식품, SNS 등 그
유형도 제품에서 서비스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처럼 사람들은 의식하
지 않아도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소
비하고 있다.

[세계의 유명 브랜드 로고]

소비는 ‘구입 하는 행위’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산 과정에서부
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모든 과정의 일을 포함한
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비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소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 나의 소비일지 작성하기
오늘 나의 소비일지
시간

장소

소비활동 & 물품

줄일 수 있었던 소비 내용
ü 이를 닦는 동안 물을 틀어

치약, 칫솔,
세안제, 샴푸,
예)화장실

수건, 휴지, 물,
전기

학교
오기 전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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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있었다.
ü 뜨거운 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였다.
ü 화장실이 밝았는데 전등과
환풍기를 습관적으로 썼다.

모둠활동 ① : 생활패턴 속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것들
Ÿ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위해 희생되는 동물, 환경,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모아보자.

번호

물건이나
서비스

희생되는 대상

해결방안
동물복지 축산농장

A4용지 크기의
①

예) 계란

사육장에서 사는
닭

인증제도(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마크가 있는 제품을 구입한다.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
농장에 대해 관리하는 인
증제도. 다음과 같은 동물
의 5대 자유를 지켜주어
야 한다.

②

① 배고픔과 갈증, 영양
불량으로부터의 자유
② 불안과 스트레스로부터
의 자유
③ 비상적 행동을 표현할
자유

③

④

통증·상해·질병으로부
터의 자유

⑤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④

▼
Ÿ

모둠의 공동주제로 가장 해결하고 싶은 주제 1가지를 선택해보자.

주제

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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넛지디자인으로 문제해결 아이디어 제시
넛지디자인이란?
넛지(Nudge)17)

계단을 밟으면 가야금 소리가 나서 한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서울 시
민청의 계단은 한 번 오르면 기부금까지 적립되어 취약 층의 건강 지원금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되었다. 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국제공항의 남자 화장
실에는 소변기에 파리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이는 소변을 볼 때 자연스럽게 표
적을 맞추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된 사례이다. 이렇듯 강제적인 지시를
내리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행동을 통해 좋은 결과를 유도하는 디자인을
넛지디자인(Nudge Design)이라고 한다. 넛지의 핵심은 생활 속에서 자
연스러운 행동을 통해 사회적인 공헌, 경제적인 효과, 마케팅의 효과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등을 창출하는 데 있다.

부드러운 개입을 말한다.
미국 시카고대의 행동경제
학자 리처드 탈러(Richard
H. Thaler)와 법률가 캐스
선스타인(Cass

R.

Sunstein)이 2009년에 공
저한

도서

《넛지(Nudg

e)》를 통해 전 세계인들
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넛
지이론’, ‘넛지디자인’, ‘넛

[기부하는 건강계단,

[남자 화장실 소변기 파리스티커, 네덜란드

서울시민청, 2014]13)

암스테르담 스키폴 국제공항, 1900년대 초반]14)

지마케팅’ 등으로 다양하게

넛지 디자인의 유도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사용되며 출간한 지 10년
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 관
심은 계속되고 있다.

‘The social swipe’15)

①

독일 구호단체 미제레오르(MISEREOR)의 캠페인.

재미

키오스크에 보이는 빵을 카드로 자르면 결식 아동에게
회당 2유로의 기부금이 적립된다.
‘옐로카펫(Yellow Carpet)’16)

‘The social swipe’ 영상
https://youtu.be/s8ltRVCp
f7M

②

대한민국 국제아동인권센터와 초록우산어린이재

사회적

단의 프로젝트. 눈에 잘 띄는 안전한 영역에서 신호를

약속

기다리며 아동은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아
동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재미와 사회적 약속 이외에 넛지디자인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볼까요?

13)
14)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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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안에 서울 :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916868, (2015년 10월 8일자)
uxplanet : https://uxplanet.org/the-7-best-ux-design-books-924efa6eacf9, (2019년 8월 9일자)
Kolle Rebbe : https://youtu.be/xL5a47AXWzU, (2014년 4월 30일자)
옐로카펫 : http://childmaeul.org/, (2020년 12월 30일 검색)

부드럽지만 강한 ‘넛지(Nudge)’의 힘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넛지디자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의 빈민가에서는 매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열악한
위생환경으로 사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도 이러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장티푸스, 설사,
폐렴, 콜레라 등 ‘수인성 감염병’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는 손을
씻는 행위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질병들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비영리단체인

블리키돕포호프(Blikkiesdorp4Hope)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희망비누(HOPE SOAP)’을 만들었다. 직사각형의

희망비누(HOPE SOAP)
영상20)

비누 속에 장난감을 넣어 어린이들의 손 씻기 행동을 유도한 이 프로젝트는
수인성 감염병 70% 감소, 호흡기 감염율 75% 감소의 결과를 나타내며 손
씻기의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었다. 작은 장난감이지만 이를 갖고 싶어 하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손 씻는 행위로 유도한 것이다.
https://youtu.be/efc8jlnQf
PQ

[넛지이론을 적용한 희망비누 적용과정]

다음으로 소개하는 사례는 호주 시드니 대학에서 디자인 전산학을 전공한 스
티븐 바이(Steven Bai)가 디지털 기술이 사람들의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테트라빈(Tetra BIN)영상

일으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프로젝트18)에서 ‘테트라빈(Tetra

https://youtu.be/QGKkLis
zIE4

BIN)’을 개발했다.

[호주 시드니의 테트라빈(Tetra BIN) 쓰레기통,
Pinetree Labs, 2014]19)

지나가는 시민들이 쓰레기를 던져 넣으면 통 안의 움직임 감지 센서가 이를
포착하여 화면 속 테트리스 조각을 떨어뜨리도록 작동시켜 남녀노소 누구나
쓰레기 버리는

17)
18)
19)
20)

행위를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두산백과 : koos service design, https://www.koosservicedesign.com/blog/nudge-your-customers-wisely/, (2020년 12월 24일 검색)
동아사이언스 : http://m.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7102, (2017년 4월 5일자)
Pinetree Labs : https://youtu.be/QGKkLiszIE4, (2014년 10월 6일자)
SAFETYLAB South Africa : https://youtu.be/efc8jlnQfPQ, (2013년 4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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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활동 ② : 넛지디자인으로 해결하기
Ÿ

모둠활동 1(p.14)에서 선정한 ‘우리가 구출해야 할 대상’에 대한 넛지디자인
해결방안을 구상해보자.

주제

예) 사향 고양이를 구하는 컵
예) 강제로 커피콩을 먹어야만 하는 야생 사향고양이

구출 대상
넛지

예) 회상, 죄책감

디자인
유도요소
예) 커피를 맛으로만 선택하지 않고 생산과정을 살펴보며 먹게
된다.
예상
결과

예) 동물이나 노약자의 노동력 착취가 없는 커피 생산환경이
조성된다.
기대
효과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보완 사항을 기록해 보세요.

넛지디자인
적용

평가 및
보완
사항

문제해결
방안

①

②

③

④

넛지
디자인
행동과정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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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기술을 통한 문제해결
다양한 과학기술의 적용
사회문제를 해결해주는 착한 기술
인공지능(AI), 로봇, 3D프린팅(3Dprinting) 등은 미래사회의 핵심기술로 인간

3D프린팅(3Dprinting)
3차원 그래픽으로 프린

의 삶을 크게 바꿔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첨단기술들은 우
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대표 기술들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에 대해 생각해볼까?
인공지능(AI)

로봇

3D프린팅

터에서 물체를 뽑아내는
기술이다. 고체 플라스
틱, 초콜렛, 레진, 시멘
트 등의 여러 재료로 다
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긍정
부정

이렇듯 미래사회의 기술은 우리가 접근하는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그 활용이 바뀔
수 있다. 어떤 착한 기술들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지 살펴보자.
인공지능(AI)

로봇

3D프린팅
문화유산을 위한 AI (AI
for Cultural Herigage)
영상
https://youtu.be/vVivkP
EXfqI

[문화유산을 위한 AI,

[의료진의 업무를 돕는 로봇,

[하우스 프린터

2019]21)

2020]22)

불칸(Vulcan), 2019]23)

이 프로젝트는 인류의 언

의료진을 코로나바이러스

14평 내외의 집 한 채를

어와 터전, 유물 등 각종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

하루 만에 제작할 수 있

문화유산을 보존 및 보호

기 위해 로봇이 식사와 음

다. 아이티, 엘살바도르,

하기 위해 AI 기술을 이용

료, 약물 제공, 병동 소독

멕시코 등 무주택 빈민을

해 번역하고, 더 많은 사

을 대신한다. 환자들이 팔

위해 투자로 기금을 모아

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돕

에 착용한 맥박 및 체온

2,700개의 3D프린팅 하우

는다. 박물관에서는 홀로

측정 센서가 보내주는 정

스를 제작하였다. 입주민

렌즈(Holo Lens) 헤드셋

보를

평균 소득의 10%인 214

과 AI 기술을 활용한 ‘혼

로봇에

합현실 투어’를 제공한다.

내린다.

확인하고
원격으로

의료진이
지시를

만원을

총

하우스프린터 Vulcan 영상
https://youtu.be/PbgCu
0aUobE

주거비용으로

산정했다.

21) IT조선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6/2019071600980.html, (2019년 7월 16일자)
22) 한겨례 미래&과학 :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934753.html, (2020년 3월 30일자)
23) arci daily : https://bit.ly/3iJh8YP, (2019년 12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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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적용을 통한 문제 해결 사례 :
‘COVID-19에서 살아남기-핸즈프리(Hands-free)’
나는 하루에 ‘문’과 몇
번 마주하나요?27)

전 세계는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으로 인해 바이
러스가 발생하기 이전과 이후의 세상으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큰 타격을 받았
다.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손 씻
기가 중요한 요즘, 지금
잠깐동안 오늘 몇 번 손
을 씻었는지, 하루에 ‘문’
을 몇 번 마주했는지 떠
올려 보자. 한 친구의 사
례를 살펴보니 아침에 일
어나서 등교하며 교실에
들어오기까지 문을 최소
8번 만난다는 것을 알 수

[코로나19: 손은 잘 씻고 계십니까?, BBC NEWS 코리아, 2020년 2월 27일자]24)

있었다. 여기에 교통수단
을 이용하면 더욱 많아질
것이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연구진은 2015년 의대생 대상의 실험에서 손으로
얼굴을 자주 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특히 입, 코, 눈과 같은
점막 부위를 만지는 횟수가 44%나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이처럼
얼굴을 비롯해 손으로 많은 것을 접촉하므로 바이러스도 손을 통해 더 빠르게
확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3D프린팅 기술
을 통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례는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전 세계인들
이 무료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핸즈프리 발명품 오픈 소스
1) 도어 오프너
(Door Opener)
https://www.materialise
.com/en/hands-free-d
oor-opener/technical-i
nformation
2) 핸디(HANDY)
https://www.matteozalli
o.com/handylarge

24)
25)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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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즈프리 발명품 ② : 스탠포드대학교
[핸즈프리 발명품 ① : 벨기에 머터리얼라이즈
(Materialise)의 ‘Door Opener’]25)

연구원 마테오 잘리오 디자인
운동가(MATTEO ZALLIO
Design activist)의 ’Handy’]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 탄생

승강기, 문고리, 쇼핑백 등 감염을

한 핸즈프리 발명품 “도어 오프너”,

예방할 수 있는 다목적 도구 ‘핸디

“카트 핸들”을 개발 및 공유하였다.

(HANDY)’를 개발 및 공유하였다.

BBC NEWS 코리아 : https://www.bbc.com/korean/news-51655367, (2020년 2월 27일자)
Materialise : https://www.materialise.com/en/hands-free-door-opener/technical-information, (2020년 12월 13일 검색)
MATTEO ZALLIO Design activist : https://www.matteozallio.com/handy, (2020년 12월 13일 검색)
사진제공 : 환경인식변화 교육커뮤니티 공유인, (2020년 12월 28일 제공)

부드럽지만 강한 ‘넛지(Nudge)’의 힘

과학기술의 이해 : 3D프린팅
앞서 언급한 미래사회 속 첨단기술인 3D프린팅의 이해를 통해 적극적 개입의 준
비를 시작해보도록 하자.
3D프린터란, 2D프린터가 활자나 그림을 인쇄하듯이 입력한 3차원 그래픽 도면
을 바탕으로 입체 물품을 출력하는 기계28)를 말한다. 입체 형태를 만드는 방식에

적층방식
(Layer by- layer)35)

따라 크게 한 층씩 쌓아 올리는 적층방식과 큰 덩어리를 깎으며 만드는 절삭방식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료를 고온에서 녹여 층

▶

층이 쌓아 올리는 형태를

▶

말하며,
②[프린팅(printing),

①[모델링(modeling),

③[피니싱(finishing),

Ultimaker, 2015년

CADian3D, 2020]29)

재료압출형(FDM,

FFF)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3D HUBS, 2020]31)

7월 8일자]30)

2D&3D프린터 차이점영상

제작 단계는 크게 모델링(modeling), 프린팅(printing), 피니싱(finishing)으로 이
루어지고, 모델링은 3D도면을 제작, 프린팅은 모델링 과정에서 제작된 3D도면을
이용하여 물체를 출력(적층형 또는 절삭형 등), 피니싱은 산출된 제작물에 대해
색을 칠하거나 표면 연마, 서포트 제거 등의 보완 작업을 진행한다. 작업물의 출

https://youtu.be/Llgko_G

력 소요시간은 크기와 복잡도, 장비의 성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출력 재료

pXbI

또한 다양하여 여러 분야에서 활용된다. 이러한 3D프린터는 장난감 제작에서부터
의료장비, 동물용 보조기구, 건축물까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사용32)되고 있다.

[몸 불편한 반려동물,
[코텍스 3D 외골격 지지대,
Jake Evill, 2013]33)

3D프린터로 ‘아이언펫’ 변신,
조선일보,
2020년 12월 24일자]34)

28)
29)
30)
31)
32)
33)
34)
35)

Ÿ

3D프린터를 통해 만들고 싶은 아이템이 있나요?

Ÿ

왜 그 아이템을 3D프린터로 만들고 싶나요?

두산백과 : (2020년 12월 31일 검색)
CADian3D : http://www.cadian3d.com/3D/model.php?code=gallery#;, (2020년 12월 31일 검색)
Ultimaker : https://youtu.be/C0PyS0v-ssc, (2015년 7월 8일자)
3D HUBS : https://www.3dhubs.com/knowledge-base/post-processing-fdm-printed-parts/, (2020년 12월 31일 검색)
안창현 (2016). 나는 콘텐츠닷! 001 3D 프린터-초보자를 위한 3D 프린터 활용 가이드, 코드미디어, pp.16-27.
evill design : https://www.evilldesign.com/cortex, (2021년 1월 1일 검색)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0/12/24/5ACYEP3SX5F3TLO3B6HRKTP3ZM/, (2020년 12월 23일자)
Cardiff University : https://www.cardiff.ac.uk/news/view/1043309-early-career-wins, (2017년 12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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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차시 적극적 개입]

Ⅳ. 3D모델링의 이해
Ÿ

3D모델링 프로그램 소개 : CADian3D

Ⅴ. 3D프린팅 기능 실전 체험하기
Ÿ

샘플이미지 산출을 위한 실습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으면 그 디자인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 헨리 드레이퍼스 (Henry Dreyfuss, 1904-1972) -

4

3D모델링의 이해
3D모델링 프로그램 소개 : CADian3D
주요 기능 익히기
CADian3D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D프린팅 모델링 작업을 시작해보자.
아래의 사진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전체 화면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4개의 존(A, B, C, D)으로 구성하여 소개하려고 한다. 아래
의 표를 참고하여 필요한 기능들을 살펴보자.

CADian3D 프로그램 소개
3D프린팅 전문 교육기
관인 ㈜ 인텔리코리아가
1999년에 출시한 3D모델
링 프로그램으로, 분할화
면 작업창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아
래 홈페이지에서 무료 버
전(trial)을

체험해볼

수

있다.
http://www.cadian3d.co
m/3D/model.php?code=
estimate

[CADian3D 전체화면 설명, 2020.12.20.]36)

36) CADian3D 응용프로그램 : http://www.cadian3d.com/3D/model.php?code=estimate (2020년 12월 2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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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 ZONE 기능 소개
A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기능들을 중심으로 알아보자.
기능 활성화 조작법
클릭으로 활성화/비활성화
를 조작할 수 있다.
- 주황: 활성화
- 파랑: 비활성화

① 선형생성

마우스 기능 조작법

도구아이콘

- 왼쪽 : 클릭하면 ‘실행’

직선

- 중간 : 움직이면 ‘크기조절’

이동’

③ 3차원 수정

기능소개

주의사항

직선을 그리고 싶을 때, ‘직선-연속선-작

시작점과

업창에서 ‘시작점’ 선택-시작점과 다음 점

만나야 돌출이 가능하다. 또

을 클릭하며 원하는 모양 생성-닫기(끝점)’

한, 선형을 모두 그린 후에

닫기점(끝점)이

꼭

‘편집점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 오른쪽 : 작업창에서 클
릭하여 화면을 끌면 ‘화면

② 2차원 수정

곡선을 그리고 싶을 때 선택·사용하며,

선의 모양을 수정할 수 있으므

①

① 제어점 : 제어점을 기준으로 선 그리기

로 최초의 선형 그리기를 너무

선형

② 통과점 : 점의 위치를 통해 선 그리기

꼼꼼히 하지 않아도 된다.

곡선

생성

지름과 반지름의 혼동이 생길
원형을 그리거나 키링의 고리를 그릴 때,

경우 실제 작업물의 크기가 잘

‘원형-작업창에서

선택-중심,

못 출력될 수 있다. 좌측 상단

지름, 3점, 접점 중 필요에 따라 선택-

의 지름(반지름)버튼을 클릭하

지름(반지름)값 입력-확인’

면

‘중심점’

원형

반지름(지름)으로

변경할

수 있다.
선형인 상태에서 자른 두 선의 꼭짓점을 연
결하여 하나의 선으로 만들고 싶을 때, ‘연

연결하기 결하기-작업창에서 ‘연결할 선’ 선택-완료’

연결할 선의 끝점이 서로 붙어
있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는다.

선형인 상태에서 교차하는 선을 자르고

자르기

②
2차원
수정

싶을 때, ‘자르기-자를 선 선택-교차점

필요 없는 선을 삭제하지 않으

투영 체크-완료-제거할 선 선택 또는 전

면 연결하고 싶은 선끼리 연결

체 유지하려면 완료를 누르시오-완료-필

되지 않는다.

요 없는 선 삭제’
그린 선의 모양을 자유롭게 수정/변경하

완료된 후, ‘편집점보기’ 아이

고 싶을 때, ‘편집점보기-점 표시할 객체

콘을 다시 클릭하여야 다음 작

편집점보기 선택-작업창에서 ‘선’ 선택–완료’

업을 할 수 있다.

‘편집점보기’ 상태에서 점 추가를 해야할 때,

편집점보기를

‘편집점추가-선 위에 편집점을 추가할 위치

상태에서 점을 추가하게 되면

편집점추가 클릭’하면 새로운 편집점이 추가된다.

선택하지

않은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①이미지 불러오기: ‘보기-이미지-추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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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미지 삭제하기: ‘보기-이미지-삭제-완료’

‘보기-이미지’ 아이콘을 누르

2차원

③이미지 투명도: ‘보기-이미지-투명도-완료’

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미지 선

수정 옆

④ 이미지 위치/크기 변경 : ‘보기-이미지’를

택, 위치/크기 조절, 투명도

‘보기-

클릭하고 작업창에서 이미지 선택, 크기조절

조절, 삭제 등이 불가능하다.

이미지’

/위치 변경

부드럽지만 강한 ‘넛지(Nudge)’의 힘

도구아이콘

기능소개

주의사항

계란을 예로 든다면 흰자(A)에서 노른자
(B)부분을 제거하고 싶을 때, ‘연산하기차집합-기본객체선택-작업창에서 ‘A’ 선택
연산

-완료-차집합을 적용할 객체 선택-작업창
차집합

하기

③

에서 ‘B’ 선택-완료’

남기고 싶은 부분(A)과 빼고
하지 않으면 반대로 실행될
수 있다.

2개 이상의 3차원 작업물을 한 개의 솔리

합집합 하고 싶은 작업물들

드로 만들고 싶을 때, ‘연산하기-합집합-

이 서로 붙어있는 면적이 없

란색이면 활성, 선을 클

다면 불가능하다.

릭하지 않고 회색 그대로

합집합 합집합을 적용할 객체 선택-완료’

3차원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테두리의 모를 깎을

작업물의 모 크기보다 깎이

수정

때, ‘모깎기-모깎기-모깎기할 객체 선택-

는 값이 더 큰 경우, 아무

작업창에서 ‘선’ 선택(여러 개 동시 가능)-

변화가 보이지 않으므로 수

모깎기 반지름 설정-반지름 입력창에 원

치를 달리하며 작업창의 변

하는 값 입력-완료’

화를 보는 확인이 필요하다.

작업물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싶을 때, ‘돌

돌출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

출- 돌출시킬 선형, 모서리 또는 면 선택

개일 때는 가장 높이 돌출하

-작업창에서 선 선택-완료- 돌출점 선택-

고자 하는 선형부터 순차적

거리 값에 원하는 높이 입력-확인’

으로 해야 한다.

모깎기

돌출

선 선택(활성/비활성)

싶은 부분(B)의 순서에 유의

선을 클릭하였을 때 노

이면 비활성 상태이다.

② B ZONE 기능 소개
B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기능을 중심으로 알아보자.

도구아이콘

기능소개

프로그램이나 컴퓨터의 오류로 인해 작업파일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최초 1회
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고 파일 형식을 3dm으로 선택하여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 그 이후로는 수시로 ‘파일-저장’을 클릭하며 기존 작업 상태에 현재
진행된 현재 작업 상태를 덮어쓰기 한다.

저장’
가장 최근의 이전 작업으로 되돌리고 싶을 때 클릭한다.
실행취소
가장 최근의 이후 작업으로 되돌리고 싶을 때 클릭한다.
재실행
필요 없는 선이나 모양을 삭제하고 싶을 때 클릭한다.
삭제
단위를 확인할 때 최초 1회 클릭. ‘옵션-일반-단위-‘mm(밀리미터)’
옵션

선택-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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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 ZONE 기능소개
C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기능을 중심으로 알아보자.

도구아이콘

기능소개
4개의 분할화면(윗면, 3차원, 앞면, 오른쪽면)을 동시에 보고 싶
을 때, 4개 분할 작업창 어디에서나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한 상

분할

태로 화면을 끌면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
단독 화면으로 보며 작업하고 싶을 때 클릭하여 활성화한다. 작업

3차원, 윗면,
앞면,
오른쪽면

창 4개 각각에 ‘영역재배치’ 아이콘을 마우스 좌측으로 클릭하면
각각, 우측으로 클릭하면 4개 분할화면에서 동시에 작업물 중앙
배치 정렬이 이루어진다.
스냅크기, 그리드크기를 조정하고 싶을 때, 스냅 ON/OFF를 활성

그리드스냅

/비활성화하여 작업할 수 있다.
스냅각도는 90°를 기본으로 두고 있는데 다른 각이 필요할 때,
상단 툴바 중앙 ‘각도 편집 창(∠)에 숫자를 입력해서 사용한다.

직교스냅

스냅 ON/OFF를 활성/비활성화하여 작업할 수 있다.
가상선과 가이드 명령어에 따라 신속하게 그리고 싶을 때, 스냅

객체스냅

ON/OFF를 통해 활성/비활성화하여 작업할 수 있다.

④ D ZONE 기능소개
D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기능을 중심으로 알아보자.

눈 모양 (눈감기와 눈뜨기)

도구아이콘

작업창에서 모양을 그리

작업물 중에 선이 있는 경우에 활성화되며, 좌측 눈 모양을

면 유형에 맞는 형태가 활
성화되면서 D존 ’유형‘에

선형

해당 항목 위치의 눈 모양

면상에서 일시적으로 숨기
기가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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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해 잠시 안 보이게 할 수 있다.
작업물 중에 솔리드(입체)가 있는 경우에 활성화되며, 좌측 눈

이 생성된다. 눈모양을 눌
러 눈감기를 하게 되면 화

기능소개

솔리드

모양을 클릭해 잠시 안 보이게 할 수 있다.

Memo
아래 메모장을 활용하여 어렵거나,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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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D프린팅 기능 실전 체험하기
샘플이미지 산출을 위한 실습
토끼 키링 샘플 만들어보기

A, B, C, D존 구역 안내

1단계
[준비]

① C존 ‘객체스냅’ 활성화
② C존 ‘은선보이기’ 활성화
① C존 2차원 수정 옆 ‘보기’→이미지-추가(스케

- A존 : 좌측 패널
- B존 : 상단 패널(좌)
- C존 : 상단 패널(우)
- D존 : 우측 패널

치 이미지)→C존 ‘윗면’ 활성화→구석점 선택

2단계
[스케치
이미지
불러
오기]

(작업창에서 ‘원점’ 선택)→마우스 드래그로 이
미지

삽입→투명도

50%→확인→완료(이미지

크기조정/변경이 필요할 때는 A존의 ‘보기→이
미지’ 에서 작업창에 있는 스케치 이미지 꺽쇠

- 작업창 : 중앙 패널

로 사이즈 조정→완료)
① C존 ‘객체스냅’ 비활성화, ‘윗면’ 선택
②

A존

‘선형생성’→곡선→통과점→작업창에서

‘시작점’ 선택→다음점으로 이동하며 테두리 그
3단계
[테두리
그리기]

리기→처음 시작한 점에 닫기(직각 부분(모서리
점)을 그릴 때는 ‘Ctrl’을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클릭)

눈과 눈동자 앞 선 선택

③ A존 ‘2차원 수정’→편집점보기→테두리선 선택
→완료→점으로 모양 수정→편집점보기
① A존 ‘선형생성’→곡선→통과점→눈모양 그리기
② C존 ‘윗면’ 활성화→A존 ‘선형생성’→원형, 중

자르기 기능을 적용하여

심→눈동자·눈물방울 그리기(눈의 앞머리에 눈

제거할 2개의 선을 선택

동자의 테두리 선을 겹치게 놓고 A존 ‘2차원수

한 후 제거
눈과 눈동자 선 연결하기

4단계
[눈과
눈동자,
눈물
방울
그리기]

2개의 선을 1개로 연결
하여

6단계에서

진행될

돌출에 활용

정’→자르기→자르기할 객체선택→완료→교차점
투영 활성화→완료→눈과 눈동자 앞 선 2개 선
택→방식 : 제거 선택→완료)
③ 눈과 눈동자 선 선택→A존 ‘2차원수정’→연결
하기→A존 2차원 수정 옆 ‘보기’-이미지→삭제
→완료
④ A존 ‘2차원 수정’→편집점보기→눈 테두리, 눈
동자, 눈물방울 선 선택→완료→점으로 모양
수정→편집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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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끼 선형 모델링 전체 선택→좌측 상단
기’→크기편집→‘비율유지’활성화→X축

‘크
40mm

입력→C존 ‘윗면’ 선택→작업창 중앙 하단에
‘영역재배치’ 선택

5단계
[키링
고리
만들기]

② C존 ‘객체스냅’ 활성화→A존 ‘선형생성’→원형,
지름→토끼 귀 테두리와 겹치게 첫점 선택(고
리 외경)→다음점 선택→원 선택→‘반지름(지

반지름(지름) 기능 변경

름)크기’편집-고리 외경 반지름 4mm→A존 ‘선
형생성’→원형, 중심→외경 원 기준 중심 선택
→내경 반지름 2.5mm 생성
좌측 상단 패널에 위치
한 반지름 글자 아이콘을

① C존 ‘분할화면’ 활성화→키링 고리 선 선택

클릭하면 지름으로 변경
가능

(내·외경)→A존 ‘3차원수정’→돌출→끝점 닫기 활
6단계
[3차원
생성
·
차집합]

성화 →거리 2mm 돌출→확인→눈 · 눈물방울 모양 선택
→거리 5mm 돌출→확인→토끼 몸통 선택→거리 2mm
돌출→확인
② C존 ‘앞면’ 활성화→A존 ‘3차원수정’→연산하
기→차집합→기본객체(몸통)→완료→차집합을
적용할 객체(눈 · 눈물방울)선택→완료

키링고리 주의사항
외경과 내경 고리의 사
이 면적과 토끼 귀의 면
적이 좁게 붙을수록 출
력 후에 부러질 가능성
이 높음

O

X

① C존 ‘윗면’ 활성화→D존 ‘유형’→솔리드(눈감기)
7단계
[선삭제
·
합집합]

→토끼 ‘선 ’ 모두 선택→삭제→D존 ‘유형’→솔리드
(눈켜기)
②

A존

‘3차원수정’→연산하기→합집합→작업창

에서 모든 솔리드(토끼, 키링 고리)선택→완료
① B존→파일→다른 이름으로 저장→파일이름(본

8단계
[저장
·
출력]

인이름), 파일형식 3dm(수정가능)과 STL(출력
용, 수정불가능) 2개 각각 파일 저장→최종파
일 확인→출력 프로그램에서 출력

토끼 샘플 8단계 모델링 예시를 참고하여
모둠의 작업물을 완성 해 봅시다.
[3D 토끼키링 출력물,
XYZPrinting da Vinci nano,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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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우리가 발견한 문제해결을 위한 넛지디자인
Ÿ

3D프린팅 넛지키링 비누 제작

Ⅶ-Ⅷ. 스케치를 기반으로 한 3D모델링
Ÿ

제작 시 유의사항 Q&A

Ⅸ-Ⅹ. 비누와 융합하여 재탄생한 3D프린팅 넛지키링
Ÿ

3D프린팅 넛지키링 비누 제작 방법

“선택을 하는 이는 인간들이다. 따라서 선택 설계자는 그들의 삶에
이로움이 더해지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신경 써야 한다.”
- 리처드 H. 탈러 (Richard H. Thaler, 1945~) -

6

우리가 발견한 문제해결을 위한 넛지디자인
3D프린팅 넛지키링 비누 제작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넛지디자인 활동 소개
넛지디자인은 다양한 형태로 산출되어 어려운 이웃을 돕고, 비영리단체들의
후원금으로 기부되기도 하고, 환경보호와 의식개혁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앞서
진행한 모둠활동 1, 2를 3D모델링과 비누제작으로 융합하여 넛지 디자인 활동을
기획해봅시다.
Step A

Step B

Step C

Step D

Step E
비영리단체(NPO,
Non Profit Organization)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
3D키링
아이디어스케
치
및 비누재료
준비

▶
주제에
적합한
직관적
이미지로
3D모델링

▶

영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

3D키링
넛지비누
제작

비누재료준비

준공공(semi-public) 및
3D키링이
담긴
넛지비누
완성!

민간조직37)을 말한다.
NPO는 단체의 활동 성
격에 따라 서비스형 단
체와

보이스형

단체로

분류할 수 있는데 생활

활동 : Key Image 스케치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
는 유형은 서비스형 단

모둠의 활동 1, 2의 결과를 종합하여 그 문제를 시각화할 수 있도록 3D프린팅 넛지키
링 비누 제작을 위한 넛지키링 Key Image를 스케치해봅시다.

체로, 주요활동은 복지,
교육·연구, 예술 및 문
화, 건강 및 보건, 상담

구출

등의 유형·무형 서비스

대상

를 제공한다.

해결방안

넛지키링
Key

위에서 볼 때(Top View)

앞에서 볼 때(Front View)

아이디어 도출 시
고려할 사항

Image

O : 직관적, 3D프린터

스케치

산출 가능
X : 저급함, 비윤리적,
모방, 표절

옆에서 볼 때(3D)

37)

두산백과 : 비영리단체
(2020년 12월 31일 검색)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312060014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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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치를 기반으로 한 3D모델링
제작 시 유의사항 Q&A
3D프린팅 넛지 키링 제작 유의점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3D모델링 하여 주세요.

Ÿ

최대 40mm x 40mm x 2mm (키링 고리 제외 크기)
Q

꼭 이 규격을 지켜야 하나요?

키링
우리가 제작하는 키링은 비누 몰드 안에 들어가는 크기여야

규격

해요.

A

그래서 꼭 이 규격에 맞춰 제작해야 합니다.

키링
고리
규격
3dm

형식으로

별도

저장해야

저장

한다.

포맷

STL

키링

출력용 파일 형식으로, 향

키링 이미지를 돌출한 후에 고리를 연결하는 경우에 하단정렬이 되지 않으면
출력 시에 서포트(가짜 다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선’의 상태에서
‘함께 돌출’ 해야 됨
3dm(수정 가능 파일)과 STL(출력용 파일, 수정 불가) 2개 파일로 저장

작업용 파일 형식으로, 출
력을 희망한다면 STL 파일

외경 : 반지름 4mm, 내경 : 반지름 2.5mm, 두께 : 2mm

디자인

Q

꼭 두 개의 파일로 저장해야 하나요?
STL 파일만 저장하면 추후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이에요.

A

날카로운 디자인일 경우, 손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모깎기 기능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테두리 제작이 필요함

후의 파일 수정을 희망한

1) 모두 1회의 클릭으로 조작이 가능(더블클릭은 하지 않음)

다면 3dm 파일 형식을 함
께 저장해야 한다.

Q

왜 더블 클릭은 안 되나요?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는 더블클릭이 ‘실행’을 의미하지만 본
프로그램에서는 더블 클릭을 하면 다른 선들이 나타나게 돼요.

모델링

A

그래서 1회의 클릭으로 조작을 해야 해요.

주의

2) 선을 그리는 단계에서는 윗면에서 작업할 것

사항

3) 직선, 곡선을 그릴 때 시작점과 끝점이 만나지 않으면 돌출하여 3D로 제
작될 수 없으므로 하나의 ‘닫힌 선형’이 되어야 함
4) 돌출 값이 가장 높은 모양부터 순차적으로 돌출해야 됨
5) 꼬인 선이 발생할 경우 돌출 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6) 모든 선은 독립된 선이어야 함(줄을 긋는다고 해서 모양으로 인식하지 않
으므로 반드시 닫힌 선형을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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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와 융합하여 재탄생한 3D프린팅 넛지키링

9-10

3D프린팅 넛지키링 비누 제작 방법
3D프린팅 넛지키링 비누 제작
제품생산을 통한 사회참여를 위해 3D프린팅 넛지키링 비누를 제작해보자!
아래 단계를 참고하여 제작을 시작해보자!
비누재료(1개 기준)

단계

①

내용 (1인 비누재료 기준, 몰드 크기나 취향에 따라 변경)
[1차] 작은 스테인레스 비이커에 글리세린 15g, 천연색소 0.5g 넣고 혼
합, 에센셜오일 1g(약 25방울)을 순차적으로 넣고 혼합한다.
큰 스테인레스 비이커에 투명 비누 베이스 25g을 넣고 핫플레이트에서

②

녹인다. 바닥에 눌어붙지 않게, 거품이 생기지 않게 조심히 저으며 온도
조절에 유의!

③

④

[1차]
- 글리세린(보습) 15g
- 천연색소(색) 0.5g
- 에센셜오일(향) 1g
- 투명 비누 베이스
25g
[2차]

글리세린, 색, 향이 혼합된 작은 스테인레스 비이커에 묽게 녹은 투명 비
누 베이스를 넣어 혼합한다.

- 글리세린(보습) 5g
- 투명 비누 베이스
25g

비누 몰드에 에탄올을 분사하여 소독(2~3회)해주고 1차 비누혼합액을 붓
는다. 표면에 발생하는 기포를 에탄올 분사로 제거한다.

안전 유의 사항
- 투명 비누 베이스(고

⑤

체)를 적정량에 맞추

5~10분 후에 비누가 살짝 굳으면 3D키링을 지긋이 눌러 함께 굳힌다.
[2차] 투명 비누 베이스 25g을 큰 스테인레스 비이커에 넣어 핫플레이트

⑥

에서 녹인 뒤, 작은 스테인레스 비이커에서 글리세린 5g과 함께 혼합한
다.

⑦

어

자를 때

- 투명 비누 베이스를
녹이는 핫플레이트가
고온이므로

1차 비누혼합액(①)을 부은 비누 몰드에 2차 비누혼합액(⑥)을 붓는다.
표면에 발생하는 기포를 에탄올 분사로 제거한다.

칼날에

베이지 않도록 주의

화상에

유의
- 뜨겁게 녹은 투명 비
누 베이스(액체)가 쏟

⑧

서늘한 곳에서 1시간 이상 굳히면 3D키링 넛지비누 완성!

아지지 않도록 주의
- 비누 기포를 제거하는
용도의 에탄올이 얼
굴에 분사되지 않도
록 주의
- 바닥에 흐른 비누재료
들을 밟아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넛지비누 ‘우리(US) 안의 닭’,

[넛지키링비누 ‘레드레빗’,

2018년 11월 16일]

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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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차시 결과공유 및 가치·태도 함양]

Ⅺ. 넛지디자인의 사회적 확산
Ÿ

다양한 산출물로 탄생한 넛지디자인

Ⅻ.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행동과 의미
Ÿ

함께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Ÿ

관련 직업 탐색 및 커리어 패스 계획

“혼자서는 우리는 거의 아무 것도 못한다.
함께 하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 헬렌 켈러 (Helen Keller, 1880-1968) -

11

넛지디자인의 사회적 확산
다양한 산출물로 탄생한 넛지디자인
다양한 공유방법
우리 모둠에서 공감한 사회문제와 이를 해결한 경험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모둠과 공유해보자.

Ÿ

발표선택 ① : 디지털 도구의 활용

사회문제 주제의 선정 이유와 넛지키링 KEY IMAGE
소개, 모둠의 문제해결방안 등 모둠의 주제를 소개할
수 있는 영상을 다양한 디지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영상편집 앱 ‘VLLO’ 활용
방법39)

촬영한다. 일반 디지털 기능, 영상편집 앱 ‘VLL0’등과
같은 다양한 어플 등을 활용하여 영상을 편집(영상 이
어 붙이기, 자막효과, 음향효과 등)하고, 최종작업(5분
영상)을 완성하여 다른 모둠과 함께 결과물을 공유한다.

Ÿ

발표선택 ② : 판넬포스터 제작
간편한 동영상 편집 앱으

모둠활동 과정에서 조사한 자료나 활동모습을 담은 사진을 출력하여 모둠별
사회문제 해결 판넬38)에 붙여 발표자료를 제작하여 다른 모둠과 공유한다.

로,

컷편집부터 음악, 글

자, 모자이크, 필터 등 편
집작업에

적합하다.

Apple, 안드로이드 휴대폰

판넬포스터의 구성요소
주제

도입

필요성 및 목적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아
래의 링크를 통해 사용 방
법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
/watch?v=UFOXhieVdOc

자료수집 및 문제점분석

본론
해결방안
의의

결론
제언

38) 사진제공 : 환경인식변화 교육커뮤니티 공유인, (2021년 1월 27일 제공)
39) VLLO Studio : https://youtu.be/UFOXhieVdOc, (2020년 6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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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행동과 의미
함께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Crowd Funding Flatform)소개

크라우드 펀딩
(Crowd Funding)
온라인 상에서 불특정 다
수에게 자금을 모아 제품을
제작하거나 문화예술 프로
그램과 같은 무형의 서비스
를 제작할 때 필요한 예산

<와디즈40)>

<텀블벅41)>

<크라우디42)>

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방
법이다. 일반 투자와는 다
르게 수익금으로 비용을 돌
려주는 대신, 물건이나 무
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

사회문제를 담은 3D키링 넛지 비누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같은 가치에 공감하며 문제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에

태로 되돌아온다.

꼭 참여해보자!
UN에서

제시한

17개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SDGs:Sust ainable
Development Goals) 세부
내용
1. 빈곤 종결
2. 기아 해소

전 세계가 공감하는 사회문제와 만나고 싶다면?
‘UN에서 제시한 17개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3. 건강보장, 복지증진
4. 양질의 교육 제공
5. 양성평등 달성

인류의 보편적 사회문제를 2030년

6. 깨끗한 물과 위생관리

까지 17가지 주요목표와 169가지 세

7. 적정가격의 에너지 제공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

9. 사회기반시설 구축, 혁신

사회 최대 공동목표이며, 2015년 제

10. 불평등 해소

70차 UN총회 및 UN지속가능개발 정

11. 지속 가능 도시와 공동체

상회의에서 193개국 만장일치로 제

12. 책임 있는 소비와 구매

정되었다.

13.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
14. 해양자원의 보존 노력
15. 육지생태계 보존, 유지
16. 평화, 정의에 대한

<UN SDGs 협회,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43)>

사법 행정 제도 확립
17. 목표를 위한 파트너쉽

40)
41)
4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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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디즈 : https://www.wadiz.kr/web/main, (2020년 12월 13일 검색)
텀블벅: https://tumblbug.com/, (2020년 12월 13일 검색)
크라우디 : https://www.ycrowdy.com/, (2020년 12월 13일 검색)
UN SDGs협회 : http://asdun.org/?page_id=192, (2020년 12월 23일 검색)

부드럽지만 강한 ‘넛지(Nudge)’의 힘

우리들의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여러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해보자.

관련 직업 탐색 및 커리어 패스 계획

유네스코 지속가능 발전
교육 공식프로젝트(ESD)
인증

관련 직업 : 비영리단체 대표
고등학생 때부터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환경에 대
한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주기 위해 생활환경 교육콘
텐츠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중요한 가
치로 여기는 사람들과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게 되었고
2017년에는 ‘ESD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
젝트’에 인증을 받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것보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우선으로 두는 비영리단체의 활동에 동참하고 싶다면 언
어적 소통 능력과 협동심,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사회에

환경인식변화
교육커뮤니티
공유인 문주영 대표

‘환경인식변화 교육커뮤
니티 공유인’은 2014년
설립된

비영리임의단체

로, 서울 강북구에 거점

대한 관심, 지속 가능한 유·무형의 서비스 및 가치를 만

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들어 가는 태도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최하고 있다.
2017년 유네스코한국위
원회로부터

‘마을생태계

디자이너 교육기획 프로

학업 및 커리어 패스 계획

그램’을 ESD 프로젝트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학과를 탐색해보고, 커리어패스 계획을
세워보자.

인증 받고, 이후 재연장
을 통해 향후 2022년까
지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
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무

희망 직업

관련 전공

경력 1년

경력 5년

관련 자격증

경력 10년

상 지원할 계획이다.

경력 30년

기대되는
나의

커리어패스 관련

모습

웹사이트
다양한 분야의 진로사례
를 소개해주고 학생과 학

▼

▼

▼

▼

부모의 진로탐색에 도움을
준다.
https://path.career.go.kr/

노력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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