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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논문은 최근 3D 린터가 새로운 창작툴로 디자이 들에게 심을 받고 있으나 수익창출과 연결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한 정보는 부족하다는 단 하에,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된 제품의 소량생산이라는 3D 린터의 강

을 활용, 기존의 량생산 체제에서는 작은 시장규모로 인하여 연령에 따른 다양한 크기를 시장에 제공치 못하고 있는

미취학 유아동 선 라스 제품을 3D 린터로 실제작, 소규모 비즈니스 모델로의 확장이 가능한 실질 를 제시하는

것에연구의 목 이 있다. 이를 해 3D 린 기술에 한 기본정보와 선 라스의 기본구조를 요약한 후, 시력교정용 안경

사이즈표를 분석하여 유아동 선 라스 제작을 한 사이즈표를 도출하고 일련의 작업들을 진행한 뒤, 최종 으로 실제품을

제작비용과 함께 제시, 본 연구의 결과가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서 소규모 비즈니스 모델로의 확장이 가능한 실질

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주 어 : 3D 린터, 비즈니스 모델, 유아동 선 라스, 분석, 실질

Abstract Recognizing the shortage of information about business models to generate profit despite the designers’ 

recent interest in 3D printers as a new creative tool, this study set out to make sunglasses for young children, which 

lacked diversity in sizes according to age due to the small market scope under the old mass production system, by 

taking advantage of 3D printers’ strength in the small batch production of customized products and propose a 

practical example to be expandable as a small-size business model. For these purposes, the investigator summarized 

the basic information about the 3D printing technology and the basic structure of sunglasses and made a size table 

to manufacture sunglasses for young children by analyzing the size table for vision correction. After this series of 

work, the study presented final product with the production costs and demonstrated that sunglasses for young 

children made with a 3D printer could be a practical case expandable as a competitive small-size business model 

in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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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경  목

오늘날 우리사회는 IT 정보기술과 산업의 목을

심으로 하는 3차 산업 명의 시 를 넘어, 사이버물리시

스템과 사물인터넷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가치를 창조하

는 4차 산업 명 시 로의 환을 고하고 있다. 특히

3D 린 기술은 최근 많은 미디어를 통해 4차 산업

명을 이끌 핵심 기술의 하나로 소개되면서, 기존 제조업

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인식, 의

높은 심과 함께 련 분야 종사자들을 심으로 3D

린 기술과 련된 다양한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

황이다[1].

IT분야의 문 시장조사 기업인 가트 (gartner)에 따

르면 2020년에 그 시장규모가 670만 까지 확 될 것으

로 상[2]될 정도로, 제조업의 신을 이끌 핵심 기술로

3D 린 기술의기 치가 높아진 가장 큰이유는, 주물

이나 형 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해야하는 기존의

량생산 방식과 비교하 을 때, 하게 은 공정을 통

해 제품의 제작이 가능하다는 때문으로, 이는 시간과

비용의 약뿐만 아니라, 용이한 수정과정을 통해 보다

다양한 디자인 시제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커스터

마이징된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의미를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3].

이와 같은 장 들로 인하여 최근 3D 린터가 새로운

창작도구의 하나로 디자이 에게 한 큰 심을 받고

있는데, 정형화된 기성품보다는 차별화된 디자인 요소가

용된 제품을 선호하는 오늘날 인들의 소비패턴과

3D 린 기술의 강 이 결합된다면, 개인 디자이

는 은 인원으로구성된 디자이 그룹에게 있어, 3D

린터의 활용은 단순히 새로운 창작도구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비즈니스를 개할 수 있는 요한 매개

체의 역할까지도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3D 린터가 창작도구로서 디자이 들의

심을 끌게 되면서, 디자인 분야 역시 3D 린 기술과

련된 다양한 정보와 련 연구 등이 제공되고는 있으

나. 주로 3D 린 기술이 지닌 장 을 바탕으로 한 잠

재 가능성을 설명하는 이론 심의 내용, 는 3D 모델

링을 바탕으로 한 출력과정을 설명하는 기술 내용이

심일 뿐, 개인 디자이 가 어떠한 아이템을 3D 린터

로 제작할 경우에 비즈니스 모델로서수익창출과 연결될

수 있는지, 그 실질 를 제시하는 련연구들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고 단되어, 커스터마이징된 제품의 소

량생산이라는 3D 린터의 강 을 활용하 을 경우, 기

존의 량생산 체제에서 생기는 아쉬움을 해결할 수 있

는 아이템의 하나라고 할수 있는미취학 유아동(이하 유

아동) 상의 선 라스 제품을 가지고, 소규모 비즈니스

모델로의 확장이 가능한 실질 를 제시하는 것을 목

표로 하 다.

1.2 연   

연구의 배경 목 에서 언 했듯이 3D 린 기술

의 장 을 활용하여 수익창출이 가능한 소규모 비즈니스

모델의 를 제시하기 해, 소비자의 니즈(needs)인 아

이 연령에 맞는 크기의 선 라스를 구입하고 싶다는 희

망과 다르게 기존의 량생산 체제에서는 작은 시장규모

로 인하여 연령에 따른 다양한 크기를 시장에 제공치 못

하고 있는 유아동 선 라스 제품의 한계를, 소량 맞춤

생산에 합한 3D 린터를 활용하여 해결함과 동시에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해 본문에서는 3D 린 기술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련내용들 , 본 연구와 연 이 깊은 공정과정

과 3D 린터 유형별분류와소재를 요약, 정리하는것을

선행연구를 우선 진행하 다.

다음으로, 선 라스의 구조 설명을 바탕으로 재

유아동 선 라스와 비교해서 고가의 가격 를 형성하고

는 있지만, 몇몇 문 업체를 통해 나름 다양한 크기의

안경(테)가 공 되어 소비자가 연령에 따라 어느 정도는

그 크기를 선택할 수 있는 유아동 시력교정용 안경의 사

이즈표를 분석, 보다 세 한 연령별 크기를 산출하여 실

재 유아동 선 라스를 제작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보완

된 연령별 사이즈표를 도출하 다.

마지막으로, 도출한 연령별 사이즈표의 3세에 해당하

는 세부치수를 가지고, 유아동 선 라스를 디자인하고

이를 3D 모델링 데이터화한 후, 3D 린터로 실제 출력

하는 과정을 통해 실 매가 가능한 제품을 제작해보고

제작비용을 함께제시함으로서, 3D 린터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소규모 비즈니스 모델의 시를 제시토록 하겠다.

다음의 그림 Fig. 1은 에 서술한연구의범 와 과정

을 간략히 요약, 정리해 놓은 그림으로서, 연구의 체

인 흐름을 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 이며, 각각

의 세부내용들을 본문의 해당부분에서 자세히 기술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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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procedure

2. 3D 프린  술  공 , 형, 

재

2.1 형 심 공 과 3D 프린  공  비

입체 조형물을 제작하는 조형원리는 크게 삭가공

(subtractive manufacturing)과 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으로 구분이 되는데, 3D 린터의 경우,

3D 모델링 데이터를 3D 린터가 인식하고 분석한 뒤,

조형원료(소재)가 순차 으로 쌓이는 이어의 층과정

을 통해 형태가 조형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형원리상

층가공이라고 할 수 있다[4].

기존의 형 심의 량생산 방식과 비교하 을 때,

3D 린터를 활용한 조형방식이 가지는 최 의 장 은

형을 통한 조형과정 없이 제작하려는조형물의 시제품

을 바로 출력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한 뒤, 최종

결과물을 조형하는 일련의 공정이 상 으로짧다는

과 모든 과정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수정이 용이하다는 이며, 결과물의 형상 인 측면

으로는 층방식이기 때문에 복잡한 형상이라도한 번에

제작할 수있다는[5] 과, 내부가 비어있는형상의조형

이 가능하다는 이다. 단 으로는 아직까지 출력소재,

크기, 속도에서 한계가 있다는 과 3D 린터의 유형에

따라, 는 동일한 유형이라 하더라도 기기 성능에 따

라서 출력결과물의 세부묘사에 차이가 있다는 을 들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시 에서 3D 린터를 활용한 조형은

량생산보다는, 개인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데 유리하

며 자유롭게 창작한 디자인을 보다 손쉽게 구 할 수 있

다는 [6]에서 큰 장 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3D 린터의 기기 성능과 소재의 개발이 빠른 속도로

발 을 하고 있기에, 앞서 언 한 한계들이 극복되는 시

에서는 량생산 한 가능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Fig. 2는 3D 린터를 활용한 제작공정

과 형을 활용한 제작공정을 비교해놓은 것[7]으로, 단

순히 공정단계의 수 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수정이 요구되는 작업일 경우, 컴퓨터를 통해 수

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과 경비의 감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이 요하다고 하겠다.

Fig. 2. Comparison of 3D printer & mold manufacturing

2.2 3D 프린터 형  재  FDM 식   

재 3D 린터는 다양한 명칭을 가진 기술 유형들이

존재하나, 사용하는 재료(소재)의 특성에따라 그 유형을

구분하면, 액체기반의 SLA(stereo lithography apparatus)

방식, 분말 기반의 SLS(selective laser sintering)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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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체 기반의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방

식, 이 게 크게 세 개의 유형별 분류가 표 이며, 각

유형별 특징을 상 기 에 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Table 1[8]과 같다.

SLA SLS FDM

base of material
liquid-
based

powder-
based

solid-
based

precision high medium low

surface finish high high low

durability medium high high

printing speed high high low

color material limited available unavailable limited available

transparent
material

available unavailable unavailable

flexibility limited available unavailable unavailable

Table 1. Characteristics by 3D printer type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출력해상도와 출력속도 측면에

서 액체기반의 SLA 방식과 분말기반의 SLS 방식이 뛰

어나며, 특히 SLA 방식은 이 를 특정 부분에조사(照

射)할 수 있기에 출력물의 세부묘사가 우수하며, SLS 방

식은 분말에 덮여 있는 상태로 조형물이 출력되기 때문

에 다른 두 방식에서 출력과정에서 조형물의 지지를

해 필연 으로 생기는 지지 (supporter)가 생기지 않아

서 상 으로 후처리가 수월하다는 을 가장 큰 장

으로 들 수 있다. 고체기반의 FDM 방식은 출력해상도와

출력속도에서는 다른 두 개의 유형에 비해 아쉬움이 있

으나, 뛰어난 내구성과 함께 재료(소재)와 기기의 가격

측면에서 이 이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다음으로 3D 린터소재의 경우에는, 재기술 한

계로 인하여 3D 린터의 출력소재로 사용하기에는 제

약이 따르는 소재들이 있으며, 출력이 가능하더라도 그

사용목 에 따라 유해성 부분에 한 검증이 필요한 소

재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재 측면에서는 제

한 부분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D

린터의 출력소재로 그 활용이 가능한소재들은 지속 으

로 늘어날 것으로 상이 된다[9].

다음의 Table 2는 기발표된 논문[10,11]과 자료를 조

사, 3D 린터의 유형에 따른 표 출력소재와 그특징

을 요약, 정리해놓은 것이다.

Type Material Features

SLA

resin

•fast curing
•odorless
•low viscosity
•relatively economical
•expression
•acrylic and ABS intermediate series

acrylic

•fast curing
•odorless
•low viscosity
•relatively economical
•expression

SLS

PA
•lightness
•excellent durability
•heat resistant

PP

•electrical characteristics
•chemical resistance
•lightness
•high transparency
•used in bottle containers

FDM

ABS

•able to print in various colors
•high durability and able to withstand
high temperature
•adequately flexible

PLA

•low printing temperature
•does not require heating bed
•does not have a strong odor as ABS
•Bio-degradable material (eco-friendly)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by type 

이상과 같이 3D 린터의 표 유형과 소재에 해

서 간략히 정리, 요약을 해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FDM 방식의 3D 린터에 출력소재는 ABS를 사용하여

매가 가능한 실제품을 제작, 시를 제안토록 할 계획

이다. 물론 출력물의 완성도는 액체기반의 SLA 방식,

는 분말기반의 SLS 방식이 고체기반의 FDM 방식과 비

교하여 상 으로 우수하지만, FDM 방식 한 후가공

작업을 통해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과, 소규모 비즈니스 환경 아래에서 기기와 소

재의 운용, 그리고 최종 결과물의 단가가기존 제품과 비

교하여 경쟁력을 갖춰야한다는 제조건에, FDM 방식

이 가장 합한 것으로 단되었다는 이 선정의 이유

라 하겠다.

3. 라스   아동 사 표 

도출

3.1 라스 본  칭

한국산업표 규격에 따르면 선 라스의 경우, 시력

교정용 안경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단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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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주요 소재인 라스틱과 속, 즉 소재에 따른 구조

차이에 따라서 몇몇 세부명칭이추가 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의 Fig. 3은 앞의 2장 마지막 본문에서 언 했듯

이, 본 연구가 FDM 방식의 3D 린터에 ABS를 출력소

재를 활용하여 유아동 선 라스 시제품을제작할 계획이

기 때문에, 라스틱 안경을 심으로 한국산업표 규

격[12]을 근거로 그 구조와 명칭을 설명한 그림이다.

Fig. 3. Structure and name of the plastic glasses

안경의 크기를 결정짓는데 있어 필수 인 부분은 크

게 즈를 고정하는 부분인 즈 고정틀(rim)의 길이,

즈와 즈를 이어주는 부분인 연결부(bridge)의 길이, 그

리고 안경의 체 다리(side) 부분에서 귀에 닿는 다리덮

개(endcover)를 제외한 부분인 주다리(butt)의 길이[13],

이 게 세 부분의 수치변화에 따라 해당 안경의 크고 작

음이 결정된다.

3.2 연령별 아동 라스 사 표 도출

3.2.1 아동 시력 용 안경 사 표 

연구의 범 방법에서 밝혔듯이 재 유아동을

상으로 한 선 라스의 경우, 시장에서 다양한 크기의 제

품을구할 수없을뿐만 아니라 표 규격조차 아직 마련

되어 있지 않은 상황[14]으로, 표 규격이 마련돼 있지

않은 은 동일하나, 나름 다양한 크기의 안경이 몇몇

문 업체를 통해 공 되고 있는 시력교정용 안경의 사이

즈표를 분석하여 유아동 선 라스 제작을 한 사이즈표

를 도출토록 하겠다.

다음의 표 Table 3은 유아동의 연령별 선 라스 크기

를 도출하기 해활용된시력교정용 안경의사이즈표로,

문 유아동 시력교정용 안경 업체들 가장 촘촘한 연

령 별 안경을 시장에 공 하고 있는 ‘토마토안경’에서

제공되는 사이즈표이다. 표를 살펴보면 크게 12개월부터

8세까지 총 4개의 연령 별 범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안경의 크기를 결정짓는데 있어 필수 인 즈 고정틀,

연결부, 그리고다리, 이 게 세개의항목별치수로제공

하고 있는데, 주다리 치수의 경우에는 최 32mm의 길

이를 늘일 수 있는 가변식 구조를 채택하여 모든 연령

별 범주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ge Rim Bridge Butt(mm)

from 12 -
under 24(months)

37 14

58-902-4 40 14

4-6 43 15

6-8 45 16

Table 3. Glasses size for vision correction 

의표에서 알수있듯이, 유아동선 라스에비해연

령에 따른 다양한 크기의 안경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

유아동 시력교정용 안경조차 연령 별 범주의 간격이 넓

다는 에서, 유아동의 연령에 맞는 안경이 시장에 제공

되고 있지 않다는 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다음의 본문 3.2.2에서는 시력교정용 안

경 사이즈표(Table 3 참고)를 근간으로 수치변화를 분석

하여, 본 연구를 해 보다 세분화된 연령별 사이즈표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아동 선 라스를 3D 린터

를 활용하여 실제작하도록 하겠다.

3.2.2 아동 라스 사 표 도출

‘토마토안경’의 시력교정용 안경 사이즈표(Table 3 참

고)를 활용하여 수치를 산출하는 과정을 심으로 기술,

최종 으로 즈고정틀과연결부의 경우에는 2세부터 8

세까지 총 7개의 연령별 치수를, 다리의 경우에는 연령

별 범주를두개로구성하여총 2개의 가변형치수를보여

주는 사이즈표를 제시토록 하겠다.

먼 , 즈고정틀과 연결부 치수의경우, 동일한 분석

과정을 통하여 치수를 도출하 으며, 그 산출과정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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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1) 토마토안경 랜드 표의 각 연령 범주의 수치를

해당 범주의 최 연령의 수치로 설정한다.

2) 하 연령 범주의 최 연령 수치가 상 연령

범주의 최소 연령 수치가 되게 한다.

3) 앞의 두 단계를 통해 정해진 각 연령 범주 최 ,

최소 연령의 간 수치를 계산, 이를 최 , 최소 연

령 사이의 연령 수치로 정한다.

6-8세 범주를 를 들어 설명하면, 6-8세의 즈 고정

틀 수치인 45mm와, 연결부 수치인 16mm는 8세에 해당

하는 수치가 되며, 6-8세하 범주인 4-6세의 즈 고정

틀 43mm과 연결부 15mm는 상 범주의 최소연령인 6세

의 수치가 된다. 따라서 7세의 즈 고정틀 수치는 43mm

와 45mm의 간 값인 44mm, 연결부는 15mm와 16mm

의 간 값인 15.5mm로 정해진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연령별 즈 고정틀과 연결부의

수치를 산출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Table 4와 같다.

Age Rim Bridge(mm)

2 37 14

3 38.5 14

4 40 14

5 41.5 14.5

6 43 15

7 44 15.5

8 45 16

Table 4. Rim & bridge length by age

다음으로 다리 치수의 경우에는, 연령 가 어릴수록

얼굴정면 길이와 얼굴측면의 길이가 1:1의 비율에 가깝

다[15]는 해부학 이론을 바탕으로, ‘토마토안경’에서 제

시하는 다리길이 수치를 바탕으로 앞에서 산출된 즈

고정틀과 연결부의 치수를 활용하여 2세부터 8세까지의

각 연령별 수치를 산출하 으며, 그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얼굴정면이라고 할 수 있는 안경 면부의 길이를,

즈 고정틀 수치에 2를 곱한 후에 연결부의 수치

를 더한값으로산정, 기산출된 즈 고정틀과연결

부의 치수를 활용하여 연령별 수치를 산출하면,

Fig. 4.의 ①과 같다.

2) 다음으로 Fig. 4의 ②와 같이 최소연령인 2세와 최

연령인 8세의 면부 수치차이인 18mm를 산출

하고, Fig. 3의 ③과 같이 연령 증가에 따른 각각의

수치변화 값을 한 산출한다.

3) 다음으로 Fig. 4의 ④와같이 ‘토마토안경’에서 제시

된 다리길이의 최솟값 58mm를 2세로 설정하고 최

댓값90mm를 8세로 설정, 수치차이인 32mm를 산

출한다.

4) 마지막으로 다리길이의 수치차이 값(32mm)을

면부 수치차이 값(18mm)으로 나 어 백분율로 계

산하면, 면부길이가 1mm씩 증가에 따라 다리길

이는 1.78mm씩 증가, 이 수치를 면부 수치차이

값인 Fig. 4의 ③에 각각 곱한 후, 최 연령인 8세

의 90mm부터 빼거나, 는 최소연령인 2세의

58mm에서 더하면서 순차 으로 계산을 하여 연령

별 다리길이를 산출한다.

Fig. 4. Generating process of butt length

6-8세 범주를 를 들어 설명하면, 6세의 면부는

37x2+14=88(mm), 7세는 38.5x2+14=91(mm), 그리고 8세

는 39x2+14=94(mm)이며, 6세에서 8세까지 면부의 수

치차이는 동일하게 각 2.5(mm)씩 이다. 따라서 주다리

길이와 면부 수치차이의 백분율 값인 1.78을 면부의

수치차이인 2.5에 곱한 값인 4.45를, 8세 다리길이의 최댓

값인 90에서 뺀 85.5(mm)가 7세의 주다리길이가 되며,

이 값에서 다시 4.45를 뺀 81.1(mm)가 6세의 주다리길이

가 된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연령별 주다리길이의 수치를 산

출하여 정리하자면 다음의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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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Butt(mm)

2 58

3 63.3

3 68.6

5 74.9

6 81.1

7 85.5

8 90

Table 5. Butt length by age

Table 6은 2세부터 8세까지 유아동 선 라스 제작을

목 으로 최종 도출된 사이즈표로, 기존 ‘토마토안경’의

시력교정용 안경 사이즈표와 비교하여 즈고정틀과 연

결부는 1년 단 연령별 치수를, 주다리길이는 5세를 분

기로 2개의 가변형 치수를 제공함으로서, 보다 세분화된

크기의 유아동 선 라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Age Rim Bridge Butt(mm)

2 37 14

63-75
3 38.5 14

4 40 14

5 41.5 14.5

68-90
6 43 15

7 44 15.5

8 45 16

Table 6. Final size for Children’s sunglass

4. 아동 라스 실 품 

4장에서는, 앞의 3장에서 분석연구를 통해 도출된 유

아동 선 라스 연령별 사이즈표를 근간으로, 선 라스를

디자인, 모델링 작업을 통해 3D 데이터를 얻고 이를 3D

린터로 출력한 후, 후가공 작업을 거쳐, 최종 으로

매가 가능한 실제품을 제작토록 하겠다.

4.1 아 디어  디  단계

3D 린터로 출력할 유아동 선 라스의 기본형태를

디자인하는 단계에서 가장 크게 고려하 던 은, 성장

기의 유아동의 얼굴형과 활동성을 고려함과동시에 커스

터마이징이라는 3D 린터의 장 을 살린 디자인 방향

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 부분과 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즈 고정틀의 경우에는 가장 인 안경 형

태의 하나인 웰링톤(wellington) 형[16]을 기본으로, 넓은

시야각을 제공할 수 있게최 한 상, 하단을 넓고 라운드

형태를 지닐 수 있게 디자인 하 으며, 유아동의 경우에

는 골격이 미성숙 단계이므로 안경 하단 부분이 얼굴의

골(顴骨) 부분에 넓게 닿지 않도록, 일반 선 라스보다

최 한 완만하게 즈 고정틀의 기울기를 디자인하여

면을 최소화하 다.

둘째, 다리의 경우에는, 활동성을 고려하여 귀를 최

한 감싸는형태인 스 링다리(curl side) 형[17]을기본으

로, 출력소재인 ABS의 딱딱함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

화할 수있도록다리 끝의 형태를 귀를완 히덮지않고

귀안 쪽의 유양돌기(乳樣突起) 부근에서 으로 떨어지

게 디자인함과 동시에, 기산출한 연령별 범주에 따라 다

리길이를 늘리거나 일 수 있도록 가변형 구조로 디자

인하 다.

셋째, 다리 부분의 체 인 강도를 해치지 않은 범

에서 고객이 원하는 특정 이니셜(initial)이나 문양을 다

리 부분에 조형할 수 있게 함으로서, 차별화된 디자인

요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다.

Fig. 5. Final design for Children's sunglasses

4.2 3D 링  출력 단계

3D 린터로 출력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3D 모델링

과 모델링 데이터를 실질 으로 출력하는 단계에서 가장

크게 고려하 던 은, 출력 후 과정인후가공 작업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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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작업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3D 데이터를 만드는

것으로, 이와 련된 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 으로 안경의 면부와 다리, 이 게두 개

의 부분을 나 어출력을 한다는 제를 가지고, 출력 결

과물의 완성도와 조립 편의성을 고려하여가변이 필요한

다리덮개 부분와 같은 부분의 경우에는 세부 으로 더

분할하여 모델링 작업을 진행, 총 10개의 조각들로 구성

된 3D 모델링 데이터를 만들었다.

둘째, 출력결과물의 강성확보를 해, 하나의 덩어리

(mess)로 출력이 가능한 부분이더라도 층방향에 따라

강성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단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 부분을 분할한 후, 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3D

모델링 데이터를 만들었다.

셋째, 최종 조립 시, 직결나사를 통해 연결이 되는

면부와다리의 합부는, 사용할 0.2mm 규격나사보다나

사 구멍을 작게 모델링을 하여 체결감에 문제가 없도록

3D 모델링 데이터를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출력을 해 분할된 부분들을 배치함에

있어 출력물의 표면품질을 최 한 담보하기 해, 출력

시 안정 인 층을 해 생기는 지지 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3D 모델링 데이터를 배치하 다.

Fig. 6. Final 3D Modeling for Children's Sunglasses

출력 시, 세부설정 부분과 련하여 추가설명을 덧붙

이면, 기본 으로 안경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해 출력

물의 외벽(wall) 두께를 최 한 확보함과 동시에, 유아동

을 상으로 한제품인 만큼, 강성이 유지되는 선에서 출

력물 내부(infill)의 조 도는 최소화함으로서 최 한 출

력물을 경량화할 수 있도록 세부설정을 하여 출력을 진

행토록 하 다.

Fig. 7. Actual output process by 3D printer

4.3 후가공  립 단계

출력물의 표면처리와 도색이 주된 작업인 후가공 단

계와 최종 조립 단계에서는, 출력물의 표면을 최 한 부

드럽게 처리함과 동시에, 착이 필요한 부분에는 착

면의 마감에 신 을 기해표면처리를 한 후, 시간의 경과

에 따라 색변(色變)이 일어나는 것을최 한 방지하기

해 도색과정에서는 안료의 안착성을 높여주는 하도(下

塗) 도색을 꼼꼼하게 진행한 후, 상도(上塗) 도색을 한

안료와 코 제를 도포하고 건조과정을 거친 뒤에 조립을

진행, 작업을 마무리 하 다.

Fig. 8. Post-processing & final product

시의 경우, 3.2.2에서 도출한 유아동 선 라스 사

이즈표의 3세용 치수를 바탕으로 제작, 시 에서는 구할

수 없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유아동 선 라스

크기에 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뿐만 아니라,

제작비용을 산출하 을 때 시 의 제품들과 비교하여 가

격 측면에서 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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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다음의 Table 7은 순수 제작비용을 항목별로 정리

한 표로 출력소재 비용의 경우에는 활용하는 3D 린터

에 따라서, 즈 비용의 경우에는 어떤 제조사의 즈를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음을 밝

힌다.

Item Cost(won)

output material(ABS) 420 17.26g

post-processin
g & painting

sandpaper 5,500

surfacer 5,000 200ml

paints 4,000 100ml

cleasr 3,000 100ml

lens 15,000
external
mounting

total 32,920

Table 7. Total production cost

5. 결론

3D 린 기술이 4차 산업 명을 이끌 핵심 기술의

하나로 소개되면서 의 심뿐만 아니라, 커스터마이

징된 제품의 소량생산이라는 장 으로 인하여 디자이

들에게 한 새로운 창작도구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다

양한 련 기술서들과 연구결과들이 제공되고있는 상황

이다. 그러나 개인 디자이 는 소규모 디자이 그룹

의 입장에서 3D 린 기술을 활용하여진입할 수 있는

소규모 비즈니스 모델에 한 정보는부족하다고 단되

어, 재 의료 도구와 패션경향의 목 으로 많은 이들에

게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안경[18], 특히 소비자의

니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시장규모로인하여 통

인 제조방식으로는 다양한 크기의 제품을시장에 공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유아동 선 라스를 가지고, 소

규모 비즈니스 모델로서 확장이 가능한 실질 를 제

시하는 것을 목 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먼 유아동 선 라스와 비

교하여 상 으로 다양한 크기의 안경을시장에 제공하

고 있는 시력교정용 안경의 사이즈표를 분석, 보다 다양

한 크기의 유아동 선 라스를 제작할 수 있는 보완된 연

령별사이즈표를 연구과정에서도출할 수있었다는 과,

사이즈표에 근거해 실제품을 3D 린터로 출력해 본 결

과, 실 매를 해서는 마 인 부분이 추가되어야

하겠지만, 제품 자체 결과물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가격

인 측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될 수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3D 린 기술이 지속 으로 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기의 성능은 계속 개선이 되고 동시에

기기와 소재의 가격은 계속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디자이 들이 그들의 창작활동에 3D 린터를 활

용할 것으로 상이된다. 따라서 3D 린 기술과 련

하여 기기의 활용뿐만 아니라, 커스터마이징된 제품의

소량생산이라는 3D 린터의 강 을 보여 수 있는 실

질 가 포함된,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어, 3D

린터가 디자이 들에게 창작의 폭을 넓 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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