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문 학위과정 성명 이대권 

제  목 3D프린터로 나눔을 출력하다 

현재 저는 시제품 제작, 문화재 복원, 캐릭터 디자인, 관광 상품 개발 등 디자인 분야와 

3D모델링/3D프린팅 기술을 결합한 3D융합사업과 4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4차 창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였고 배움에 대한 갈증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에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를 알게 되었고, 원하는 시간대에 수강할 수 있다는 사이버대학교 

특성상, 업무시간에 크게 구애 받지 않아 처음걱정과 달리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독학만으로는 익히기 어려웠던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를 기초부터 

심화까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론에  그치지 않고 

바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3학기 수업을 듣는 동안 산업디자인학과 같은 경우 학년별로 교과과정이 정말이지 체계 

적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장시간 

마스크 끈이 귀에 닿으면서 귀 통증 및 두통이 발생하는 고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 

니다. 

그러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배운 기술을 적용하여 마스크 관련 

아이디어 제품을 하나 만들어보게 되었습니다. 

‘평생학습 새 삶을 두드리다’ 수기 공모전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끈이 귀에 닿지 않도록 보조하는 마스크 

고리를 제작해보았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 자사의 3D프린터를 이용하여 마스크 고리를 제작했고, 보건의료종사자 

및 서비스직에서 종사하는 분 등 마스크 고리를 필요로 하신 분들께 3,000개 가량 기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마스크 고리를 직접 전달하지 못한 아쉬움을 덜고자 누구나 3D프린터를 이용해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3D모델링 데이터를 블로그, 커뮤니티를 통해 데이터 

기부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직접 마스크 고리를 착용해보신 분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제품의 개선점을 

파악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산업디자인학과 정성모 교수님께서 마스크 고리의 디자인 적인 부분과 기능 

적인 부분에 대해 피드백을 도와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디자인과 기능을 개선한 제품을 제작해 보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좋게 봐주신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주최한   ‘코로나19 속 미담 발굴전’ 

에서 코로나 영웅으로 선정되었고, 광주광역시에서 ‘광주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여러 신문기사에 소개되고, ‘JTBC 사건반장’, ‘광주 MBC 뉴스 투데이’ 등 방송 

에도 출연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3D프린팅 기술을 비롯한 4차산업기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뿐만 아니라 물론 쉽지 만은 않았지만 학업과 일의 병행에 있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와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졸업까지 한 학기가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은 지금 엄청난 도전을 하고 계시고 있고, 모든 분들이 좋은 성과 

얻도록 함께 응원 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도 영향이 있었는데,  

한양사이버대학으로 인해 무의미할 수도 있었던 시간을 전문지식을 쌓아가면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업에 대한 기회를 마련해주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