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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픈소스가 소프트웨어의 영역을 넘어 그 개념이 여러 분야로 확장되어감에 따라 여러 기업들이 오픈소스 개념
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등장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3D프린터를 활용한 웹 기반 오픈소스 플랫폼 제작 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키덜트 문화를 접목시킨 사용자의 자발적 참여도가 높은 오픈소스 플랫폼 커뮤니티 제작을 목표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여러 기업의 오픈소스 활용 사례에 관한 분석 연구와 더불어 키덜트 커뮤니티의 사용자 설문을 통해 플랫폼
의 사용성과 토이 디자인 선호도 및 성향 분석을 기반으로 한 기초 자료 수집을 통하여 초기 플랫폼 제작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제작된 플랫폼에서 고유의 플랫폼 토이 소스를 다운로드 후 사용자가 자유롭게 재해석하고 플랫폼에 결과
물을 재공유하여 완성된 디자인의 선호도에 따라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향후 플랫폼 
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사용자의 진입동기부여를 높이는 연구가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3D프린터, 오픈소스, 오픈디자인, 웹, 피규어, 키덜트

Abstract  As the concept of open source extends beyond the scope of software, many companies are 
also introducing business models using open source concepts. This study is a study on how to create 
a web-based open-source platform using a 3D printer and aims to create an open-source platform 
modeled on the Kidults community where users are highly willing to participate. The research method 
established the direction of initial platform production by collecting basic data through the usability 
of the platform and Toy design preferences and propensity analysis through research on open source 
use cases by various companies and user surveys in the Kidults Community. Features unique platform 
Toy sources that are freely reinterpreted by the user and re-shared and sold to the platform. Research 
should continue to boost user motivation by activating communities within the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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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국내에서는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복고’ 열

풍이 불며 관련 콘텐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MBC의 
‘마이 리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는 80~90년대 ‘종이
접기 아저씨’로 유명했던 김영만 씨가 출연하며 화제가 
되었고[1], 드라마 시리즈물인 ‘응답하라’는 2012년 ‘응
답하라 1997’을 시작으로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88’까지 연이어 인기를 얻으며 복고 열풍을 이루는데 
가세하였다.

이러한 복고 열풍과 함께 유년 시절을 회상하며 장난
감, 만화, 캐릭터용품 등을 소비하는 ‘키덜트 문화’가 부
흥하게 되었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20~30세대 1인 가
구 소비자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추정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2015년 국내 키덜트 시장 
규모는 5,000억 원에서 7,000억 원으로 전망되며, 향후 
매년 2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키덜트 시장이 산업간 경계를 허물며 영화, 패션, 
완구, 음식 등으로 영역을 빠르게 넓혀 가고 있어 향후 
2~3년 이내에 1조 원의 시장이 도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2].

키덜트 관련 산업 시장의 성장은 비단 국내에서만 국
한된 현상이 아니며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소수의 마니아
층을 가진 문화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회 문화로 자리 잡
아가고 있다. 키덜트 관련 산업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많
은 기업이 앞다투어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그 예
로는 현대백화점의 ‘레고스토어’, 이마트의 ‘일렉트로마
트’, AK PLAZA의 ‘건담베이스’, ‘마블스토어’가 있다[3]. 
따라서 국내 소비자들의 키덜트 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소비 확산 및 잠재적 수요가 증
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키덜트 관련 산업 전반에 이렇듯 긍정적
인 현상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 시장이 빠르
게 성장하고 있는 것에 반해 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콘텐
츠가 부족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고 있는 키덜트 상품들은 대부분 이
미 인기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에 대하여 단순히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여 파생 콘텐츠를 창출해낼 뿐, 국내 애니
메이션 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독자적인 콘텐츠를 생산하
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수익모델의 부재에 따른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오픈소
스를 활용한 플랫폼토이 제작이 제시될 수 있다. 오픈소

스의 경우 이미 구글 등 많은 기업에서 효과가 입증되어 
다양한 사업에 활용되고 있으며[4], 불특정 다수의 소비
자의 니즈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의 사례연구
를 통하여 키덜트 관련 산업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문제
를 해결하고자 오픈소스를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콘텐츠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키덜트

키덜트란, 어린이를 뜻하는 ‘키드’(Kid)와 어른을 의미
하는 ‘어덜트’(Adult)의 합성어로 ‘아이들 같은 감성과 취
향을 지닌 어른’을 지칭한다[5]. 

키덜트는 유년시절에 대한 향수로 인하여 만화, 장난
감, 캐릭터용품 등을 재소비하는 2030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각박해지는 일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안정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
으며 이러한 일부 성인들의 욕구와 디지털 문화를 배경
으로 출현하였다.

현재 20~30세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이다. 이는 
퇴근 후 여가를 개인적인 취미 등을 위해 할애하는 것을
[6] 의미하며, 이러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등장으로 
인하여 키덜트 문화가 대중화되었다.

2.2 오픈소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OSS라고도 하며 소프트웨어

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공개하여 누구나 그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고 이
것을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런 소프트웨어
를 말한다[7]. 

오픈소스는 기술 개발 참여자에 대하여 자격 제한을 
하지 않음으로써 폭넓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활용하여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창출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 바탕
을 두고 있다.

이것은 라이선스를 다양화의 목적으로 볼 수도 있으
며, 이와 같은 오픈소스 플랫폼이 구축되어 상용화시 수
용도가 증가에 따른 콘텐츠의 유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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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크라우드소싱[9]
크라우드소싱이란, 대중을 의미하는 단어 crowd와 

아웃소싱(outsourcing)이 결합한 합성어이며 대중을 기
업 프로젝트 활동 등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제품 생산 및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대중
들을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 측에서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개발비용 저감 및 제품 초기 단계부터 별도의 홍보비용 
없이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등의 이점이 있다. 

또한, 일반인이 크라우드소싱에 참여함에 따라 소비자
로서 자신의 니즈를 보다 정확히 충족할 수 있으며,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얻을 수도 있다. 이처럼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크라우드소싱은 
빠른 속도와 높은 파급력으로 투자 대비 고효율을 도출
할 수 있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

2.4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패턴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는 기성세대의 소비 기준이었던 

가성비 혹은 가용비와 상반된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객관적인 관점에서는 휘발적
이고 가치가 없으나 스스로 충분히 가치 있는 ‘휘소가치’
라고 한다. 전국의 만 19~34세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75.7%)은 최근 3개월 내 ‘휘소가치 소비 경험’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일부 트렌드 세터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휘소가치를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있음
을 확인시켜 주는 지표이다[10].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의 ‘휘소가치’가 등장하며 
소비되는 상품 역시 자신의 소신과 취향을 반영하는 ‘굿
즈(Goods)’소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더욱 다
양화 및 세분화된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함과 동시에 장
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상품개발 프로세스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3. 연구내용
3.1 선행연구

Author (year) Contents of research
Sung Chul Lee
(2014)

A Case Study on the Successful 
Utilization of Corporate Cloud

Chang Yong Jung
(2015)

Reviewing the impact of changes in 
the industrial environment on product 
designers and discussing new 
opportunities and how to use them

Ji Hye Park and 2
(2016)

Analysis of characteristics by type and 
business model and elicitation of 
activation strategies based on 
domestic cloud infrastructure 
business practices

Yoon Young Jung and 4
(2017)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Online Cloud 
Platform on the Creativity of 
Participants

Table 1. A Prior Study

3.2 크라우드소싱 연구 사례 분석
본 사례 연구를 통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고 적

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2.1 Quirky

Fig. 1. Business Model of Quirky

쿼키는 크라우드 펀딩 기반 발명 기업으로 산업 디자
인 제품을 설계, 제작, 판매하는 회사이며, 2009년 설립
되었다. 아이디어 제안 단계부터 투표, 평가, 상품화, 시
제품 제작과 시장조사, 제품 제작의 전 과정에 일반 소비
자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수렴하여 협업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제품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다. 

쿼키는 다양한 니즈에 따른 제품의 다양화로 초기에는 
매우 성공적인 실적을 거두었으나, 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플랫폼 시스템의 본질을 벗어나게 되면서 
지나치게 다양한 제품의 생산으로 초기 브랜드아이덴티
티를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매출액보다 생산 및 운영비
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어 2015년 9월 파산하였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쿼키의 과도한 운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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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출로 감당하기에 부족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냉장고 속에 얼마나 많은 달걀이 남아 있는지를 알려주
는 '디지털 계란판' 등 실패한 제품들이 쿼키의 수익성을 
갉아먹었다고 지적했다[11]. 이러한 쿼키 사례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사례로 손꼽힌다.

3.2.2 Threadless

Fig. 2. Shirts Design of Threadless 

스레드리스는 2000년도 미국에 설립된 크라우드소싱 
초기 브랜드 중 하나이며 일반 대중의 투표로 선택된 디
자인을 토대로 다양한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하고 있다. 

디자이너들이 커뮤니티를 통하여 디자인을 제출하면 
일반 회원들의 리뷰 및 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된 디자인
이 시제품으로 제작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이렇게 
선정된 대부분의 디자인은 티셔츠 이외에도 생활용품 등 
도안이 활용되는 많은 분야에 적용하여 다양한 제품이 
생산된다. 이는 하나의 소스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최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이점이 된다. 

스레드리스는 각 디자인에 대한 고객의 수요도를 확인
할 수 있는(구매 의사 체크) 시스템을 도입하여 추가적인 
판매량 추정 없이 제작 수요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제품의 수량을 정확히 하여 생산 및 재고 관
리가 쉽도록 함과 동시에 여기에 드는 시간 및 비용을 절
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3.2.3 Minted
민티드는 디자이너가 제작하는 문구류, 카드, 홈데코 

아이템 및 예술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이다. 
디자인 콘테스트 개최를 통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제품
을 판매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전 세계 43개
국의 6,000여 명 이상 디자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등록
된 제품은 17만 개 이상인 만큼 참여율이 높다[12].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커스터마이징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제품 구매 시 다양한 옵션 항목

을 두어 모양 및 형태 등 고객 개인이 상품을 커스터마이
징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익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를 통
하여 사용자는 일반 팬시점에서 구매할 수 없는 자신만
의 독특한 제품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최근 점차 다양화 
되고 있는 밀레니엄세대의 니즈와 소비패턴에 부합하는 
마케팅 방식이라 생각된다.

Fig. 3. Shop of Minted 

3.2.4 ROOY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만들어진 크라우드소싱 

기반 신발 플랫폼 회사 루이는 2012년 설립되었으며 디
자인 공모전을 통해 대중이 직접 참여하여 신발을 제작
하는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으로 디자이너가 먼저 아이디
어를 제출하고 대중들에게 투표를 받는 대부분의 기업과 
달리 일반 대중으로부터 얻은 디자인을 대중과 신발 전
문가들이 평가 및 선정하여 제품화하는 구조이다. 

2014년 루이의 국내 첫 런칭 제품은 일명 ‘송승헌 신
발’로 배우 송승헌과 협의 후 디자인 공모를 통하여 신발
을 제작하였다. 첫 번째 런칭은 크게 성공하였고 이어 
2015년 SBS의 ‘런닝맨’ 프로그램과 공동 프로젝트로 운
동화 디자인을 진행하여 전 세계에서 약 800여 건에 달
하는 아이디어를 받았다. 이후 최종 선정된 디자인은 제
품으로 제작된 신발은 G마켓을 통하여 판매되었으며 수
익의 10%는 신발 디자이너에게 배분되었다[13].

Fig. 4. Product of Ro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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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BROS & COMPANY

Fig. 5. Product of Bros& Company

브로스앤컴퍼니는 2013년 설립되었으며, 자격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이 제품의 생산 과정 전반에 관하여 아이
디어 등록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의 국내 기
업 플랫폼이다. 참여자들이 제품화 과정에 참여한 후 해
당 상품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판매 수익을 나눠 갖는 수
익구조로 되어 있다. 

크라우드소싱이 이슈가 되면서 퀄키와 유사한 국내 크
라우드소싱 업체들이 설립되고 있는데 브로스앤컴퍼니가 
그 대표적인 기업이다. 브로스앤컴퍼니 박기열 대표는 
“미국에 퀄키, 킥스타터가 있지만 언어 문제 때문에 모든 
한국인이 이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 비즈니스는 
단순히 수익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꼭 필
요한 공익적 성격이 있다”라고 말했다[14].

브로스앤컴퍼니의 주요 상품으로는 사무용품, 생활용
품, IoT 제품, 가구 등이 있으며, 초기 아이디어 등록 시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개 범위는 두 
가지로 전체 회원들에게 공개하여 일반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참여 가능한 공개 아이디어와 플랫폼 
관리자들에게만 공개되는 비공개 아이디어가 있으며, 이 
두 유형의 비율은 87:13으로 나타난다[12].

3.3 사례 분석 결과
웹 기반 오픈소스 플랫폼 구축에 대한 방향성을 확립

하기 위하여 크라우드소싱 관련 기업 사례분석을 실시한 
결과,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에 대하여 참여 활성화, 혁신
적 아이디어, 다양한 니즈의 수용 가능성, 혁신의 기회 확
보 등 다섯 개의 사례에 활용 가능한 각 특성이 도출되었
다. 또한, 분명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립, 정확한 수요 
예측 등 공통적인 필수 항목 또한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본 연구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분석을 
통해 구축된 프로세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플랫폼 프로세스
본 연구는 키덜트 커뮤니티를 모티브로 하며 국내 캐

릭터 개발 환경 및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오픈소스 플랫
폼을 제작에 목적을 둔다. 즉, 상품 제작 과정에 플랫폼을 
통하여 소비자를 제품 개발에 직접 참여시키고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을 제작하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입
하는 것으로 플랫폼의 구조는 크라우드소싱 개념에 착안
하였으며 플랫폼에서 디자인한 소스를 사용자가 다운로
드하여 자유롭게 사용 및 변형하여 재등록 후 판매가 가
능하도록 하는 구조이다.

Fig. 6. Process of Busin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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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는 기본적으로 3D 모델링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D 프로그램이 미숙한 사용자도 사
용 가능하도록 기본 형태의 이미지와 일러스트 파일을 
제공하도록 하여 접근성을 증가시킨다.

사용자는 플랫폼에서 받은 소스를 자유롭게 리디자인 
하여 일차적으로 플랫폼 내 커뮤니티를 통하여 상호 간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이후 작품을 업로드하여 상호평가
를 거쳐 타사용자의 추천을 받아 추천 수가 높은 공유물
을 일정 주기마다 선정한다. 이를 대상으로 이차적으로 
펀딩을 통하여 최소 목표 금액에 도달하면 이를 제품화
하는 방식으로, 펀딩을 통해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수 있
다. 판매에 대한 제품 수익은 디자인 등록자와 플랫폼 양
측에 공동분배한다. 

제품은 3D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므로 후가공을 
마친 형태로 제작되며, 제품을 디자인한 사용자와의 협의
를 통하여 설명서 제작과 그에 맞는 컬러 도료를 함께 포
장한다. 다양한 컬러 도료 패키지 구성을 통해 구매자는 
자신의 니즈에 맞게 제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높은 수요충족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제
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완성할 수 있게 제작
하여 초기 디자인 단계부터 완성 단계까지 사용자가 모
두 관여할 수 있는 ‘DIY 키트’ 프로세스가 완성된다. 

5. 결론
5.1 연구 요약

키덜트시장의 성장과 변화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소
비자 니즈의 다양화를 수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콘텐
츠 제작방안으로 플랫폼 토이를 제작하는 크라우드소싱 
프로세스 도입을 제안한다. 

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한 웹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5.2 기대효과
등록된 소스는 플랫폼 토이 형태로 제작하여 초기 디

자인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리디자인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브랜드 아이덴티티 유지가 가능하다.

토이 제작 시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할 예정이므
로 3D프린터의 활성화 및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3D프린터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피규어는 영상미
디어 콘텐츠를 자주 접하는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대상이

며, 3D프린터를 활용에 있어서 창작 출력물과 피규어를 
선호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도 있다. 따라서 이는 3D프린
터 활용에 대한 욕구를 갖게 함과 동시에 동기 부여적 요
소가 내재하여 있다고 할 수 있다[15].

또한, 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하여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함께 토이 디자인 및 제작과정에 참여하여 새로운 콘텐
츠를 창출할 해 낸다는 점에서 현재 키덜트 관련 산업 시
장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독자적인 콘텐츠의 
부재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소비자 자신의 개성을 담아낼 수 있는 DIY 키
트 형태의 토이를 선호하는 사용자의 니즈 충족 가능으
로 소비를 활성화하여 키덜트관련 산업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 유통 중심의 파생 
콘텐츠 상품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시장이 형성됨으로 인
하여 나아가 국외 등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키덜트 관련 
산업 전반의 전문인력 확보까지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다. 

5.3 한계 및 향후 과제
후속 연구를 통하여 플랫폼 내 커뮤니티 활성화 및 플

랫폼 사용자의 진입동기부여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구축
이 요구된다. 또한, 플랫폼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운영
방식, 수익구조 등에 관하여 더욱 세부적인 방안을 수립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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