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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미래

PolyJet 기술을 활용한  

3D 프린팅 Illusory 재료

렌티큘러 프린팅은 수년 동안 디자인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으며 종종 새로운 장난감, 영화 포스터 

및 트레이딩 카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두 

개 이상의 이미지를 확대 렌즈 또는 렌티큘러 렌즈와 

결합하여 시야각에 따라 변하는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어냅니다. 애니메이션의 프레임을 제작하거나, 

모션 효과를 주거나, 숨겨진 이미지 또는 메시지를 

표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디자인 

작업이 항상 2차원으로만 제작되었습니다. 

 
더 많은 디자이너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비현실적인 렌더링을 
실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Jiani Zeng

산업 디자이너

https://www.stratasys.co.kr/?utm_source=logos&amp;utm_medium=pdf&amp;utm_content=footer-title-page-stratasys-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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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렌티큘러 디자인은 사진의 텍스트가 움직이는 명함처럼  
2D 레이아웃으로 한정되었습니다.

MIT 미디어 연구소(MIT Media Lab)가 Stratasys  

J8 시리즈 3D 프린터를 구입했을 때, 두 명의 

디자이너는 혁신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MIT의 연구원이었던 산업 디자이너 Jiani Zeng과 

컴퓨팅 디자이너 Honghao Deng은 부틀러 

테크놀로지스(Butlr Technologies)라는 AIoT 인사이트 

회사(AIoT insight company)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두 디자이너는 조언자인 Axel Kilian 교수와 Stefanie 

Mueller 교수와 함께 PolyJet 3D 프린터의 복합 재료 

기능을 활용하여 기존 재료로는 불가능한 무언가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Zeng은 많은 디자이너가 프로토타이핑에 주로  

3D 프린팅을 활용하고 있지만 3D 프린팅이 제공하는 

더 많은 디자인 가능성을 알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디자인 산업 연구를 위해 복합 재료 프린팅을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디자이너가 기능을 완벽하게 다루거나 정말로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툴은 많지 않습니다.”라고 

Deng은 말합니다. 

두 디자이너는 기존 디자인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미 

존재하는 물질을 단순하게 복제하는 필요성을 없애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Zeng과 Deng은 복합 재료 

프린팅을 통해 디지털과 물리적 제작을 병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광학적 특성과 사용자 경험을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Zeng과 Deng은 사용자 인터랙티브에 반응하지만 

로봇이나 전자 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동적인 

물리적 디자인을 구상했습니다. 오늘날 소비자는 

반응형 제품에 익숙하지만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터치스크린과 같은 전자 부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창의성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의 

피드백을 표현하는 고유한 디자인을 가진 동적 제품을 

위한 수많은 잠재적인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상적인 디자인이 완벽하게 구현되고 모델에 

표현되어 동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최종 제품을 

원했습니다.”라고 Zeng은 말합니다. 

Honghao Deng(왼쪽)과 Jiani Zeng(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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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티큘러 프린팅이 필요했습니다. 입체적인 디자인과 

GrabCAD Voxel Print 기능을 사용하여 렌티큘러 

효과를 적용한 3D 프린팅 파트를 제작했습니다.  

이 기술에는 단지 외부 표면 질감이 아닌 여러 다른 

기능적 레이어가 활용되며, 각 3차원 픽셀(복셀)에는 

정보가 내장되어야 합니다. J8 시리즈에서 활용되는 

Stratasys Voxel Print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복셀 

수준에서 맞춤화가 가능하여 구 형태의 렌티큘러 

렌즈의 해당 위치에 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시간 시퀀스를 재료에 삽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인터랙티브 결과를 얻기 위해 복셀 수준에서 

작업해야 했습니다.”라고 Deng은 설명합니다.

렌티큘러 3D 프린팅을 활용하면 투명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는 향수병인 nseen과 같은 포장재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디자인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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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g과 Deng은 각 디자인에 이상적인 렌즈의 

기하학적 구조를 계산하기 위해 새로운 컴퓨팅 

파이프라인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디자인의 모든 

측면이 상호 의존적이므로 렌즈를 정확한 위치에 

생성하려면 전체 형태, 색상 및 패턴 배치, 질감을 

고려해야 하며, 렌티큘러 모델은 먼저 CAD로 

디자인한 다음 실제 형태로 완벽하고 정밀하게 

복제해야 합니다. Voxel Print 기술이 추가된 PolyJet

만이 연구자들이 CAD를 활용해 각 디자인 레이어를 

완전히 맞춤화한 다음 디지털 모델의 정확한 복제본을 

3D 프린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른 제조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Zeng은 말합니다.

또한 렌티큘러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복합 재료 특성을 

활용했습니다. 

“투명한 재료를 3D 프린팅할 수 있는 역량이 큰 장점인 

이유는, 기존 디자인 방법으로는 투명한 디자인을 

제작하기가 어렵고 테스트를 많이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투명 재료를 3D 프린팅할 수 있는 역량 

덕분에 Zeng과 Deng은 광학 효과를 표현하고 

렌티큘러 렌즈를 생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은 렌티큘러 렌즈가 있는 상단 레이어와 베이스 

레이어에 포함된 색상 또는 패턴의 두 가지 기본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렌티큘러 렌즈는 VeroClear를 

사용하여 3D 프린팅되었으며, 베이스 레이어는 

VeroVivid의 견고한 재료로 프린팅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Agilus30 Clear와 같은 유연한 재료를 

사용하여 패턴 이동, 인터랙티브 글씨 콘텐츠, 터치 

감지 시각 효과와 같은 다양한 3D 렌티큘러 디자인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Loopop’은 세계 최초의 인터랙티브 롤리팝으로 기존 음식 디자인에 
장난스러운 회전을 추가했습니다.

유연한 Agilus30 재료를 활용해 프린팅된 3D 광학 섬유.

디자인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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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사업이 훨씬 더 넓은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최종 파트를 

확인한 디자이너는 3D 프린터로 제작되었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디자이너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비현실적인 렌더링을 

실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라고 

Zeng은 말합니다. 

Illusory 재료는 곧바로 디자인 분야에서 폭넓은 

인지도를 얻었으며, 2020년 ‘Best of the Best’ 상을 

포함해 두 차례 Reddot Design 상을 받았습니다. 

Zeng과 Deng은 자신들이 개발한 파이프라인과 

컴퓨팅 워크플로를 계속 개선할 계획이며, 복합 재료 

3D 프린팅을 활용하려는 모든 디자이너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소비재 산업에서 패션 

산업에 이르기까지 렌티큘러 3D 프린팅을 위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패션 레이블 

쓰리애즈포(ThreeASFOUR)는 이미 3D 프린팅을 

활용한 렌티큘러 디자인의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2019 Chro-Morpho 컬렉션에는 무지갯빛의 곤충 

날개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tratasys는 디자이너와 협력하여 구면의 렌티큘러 

셀을 폴리에스터 패브릭에 직접 3D 프린팅하여 

움직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드레스를 만들었습니다. 

Zeng과 Deng에게 렌티큘러 3D 프린팅은 디지털 

모델과 실제 모델 모두를 활용하는 디자인의 재료 

발전을 의미합니다.  

Deng은 “새로운 세대의 재료입니다. 반응형 디자인이 

디자인의 미래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디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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