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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시대에 활용가능한 3D 프린팅, 적정기술, 

그리고 블록체인

홍성욱

한밭대학교 적정기술ㆍ블록체인연구소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감염병이 처음 발생한 뒤 중
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고 부르는 감염병
의 시작이었다. 코로나 19는 교육, 상업, 교통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우리의 일상생
활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한편, 이런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의 생명을 보존
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났다. 본 글에서는 코로나19 시대에 3D
프린팅, 적정기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등이 문제해결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1. 들어가며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감염병이 처음 발생한 뒤 중
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2020년 1월 9일, 세계보건기구(WHO)는 해
당 폐렴의 원인이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
회 2월 11일 명명)라고 발표하였다. 이 감염병은 처음에는 ‘우한 폐렴’이라고 불렸으나, 
이후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변경되었고, 2020년 2월 11일 WHO에 의해서 
‘COVID-19’로 공식화되었다.1) 우리가 지금 ‘코로나 19’라고 부르는 감염병의 시작이

1) 여기서 'CO'는 코로나(corona), 'VI'는 바이러스(virus), 'D'는 질환(disease), '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을 의미
한다. 한국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한글 공식 명칭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줄여서 코로나19)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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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WHO는 3월 11일 코로나
19에 대해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다.2)

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감염된
다. 여기서 비말감염은 감염자가 기침·재채기를 할 때 침 등의 작은 물방울(비말)에 바
이러스ㆍ세균이 섞여 나와 타인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통상 이동거리는 2m로 알려져 있
다. 눈의 경우 환자의 침 등이 눈에 직접 들어가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으로 눈을 
비비면 눈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최초 발생이후 2021년 5월 22일 현재까지 전세계에
서 코로나 19에 감염된 누적 감염자 수는 약 1억 6천 7백만명이고, 사망자 수는 약 3
백 4십 7만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1월 20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이 최초의 
감염자로 확진된 이후, 2021년 5월 22일까지 누적 감염자 수는 135,929명, 사망자는 
1,931명이다. 
코로나19는 교육, 상업, 교통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대학 뿐 아니라 초,중,고의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으며, 집
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대폭 증대되었다. 한편, 이런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났다. 
본 글에서는 코로나19 시대에 3D프린팅, 적정기술, 주가드 이노베이션(또는 간디식 

혁신), 그리고 사이퍼펑크(cypherpunk)3)로부터 시작된 블록체인 기술 등이 문제 해결
을 위하여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일견 서로 이질적으로 
보이는 이들 사이에는 사실 나름대로의 연결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 제러미 리프킨은 
그의 책 <한계비용 제로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4)

“3D 프린팅에서 진정으로 획기적인 측면은 곧 구축될 ‘제조자 인프라’이다… 제조자 
인프라의 역사적 중요성을 처음 깨달은 대표적인 사람들은 적정기술 운동을 조직한 풀
뿌리 운동가들이었다. 적정기술 운동은 마하트마 간디의 글에서 영감을 받아 1970년대
에 시작되었다… 돌이켜 볼 때 특히 주목할 점은 적정기술 운동이 부상하고 십 년 후, 
젊은 기술 취미 생활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운동이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협력적 

2) WHO에 의해서 팬데믹이 선포된 것은 홍콩독감(1968), 신종플루(2009)에 이어 사상 세 번째임
3) 암호화를 의미하는 사이퍼(Cypher)와 저항(punk)을 합친 단어로, 컴퓨터와 암호기술로 정부의 검열과 통제에 저항하는 자유주의 운동
4) 제러미 리프킨 저, 안진환 역, <한계비용 제로 사회>, 민음사, 2014, pp. 16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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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공동체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과 소프트웨어 공유의 열정을 나누고자 
했던 IT 문화의 컴퓨터 광들과 괴짜들이었다. 이들이 결성한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은 
글로벌 협력적 공유사회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들의 슬로건은 “정보는 자유를 
원한다.”였는데, 적정기술 운동과 해커 문화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인 스튜어트 브랜드가 창안했다… 두 유형의 공통점은 공유 공동체 의식과, 소유보다
는 협력에, 그리고 소유권보다는 접근권에 가치를 두는 윤리관이었다. 오늘날 3D 프린
팅이 이 두 중요한 운동을 결합하고 있다. 3D 프린팅은 극도의 첨단기술인 동시에 적
정기술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오픈소스 기술을 활용하고 물체를 출력할 수 있는 소프트
웨어 설명서는 개인이 소유하기 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며, 공급원료는 지역에서 
조달한다. 한마디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본 글에서 소개된 기술들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에서 주로 “목표 3. 건강
과 웰빙: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하며 웰빙 장려”와 “목표 10. 불평
등 감소: 국가 간 및 국가 내 불평등 감소”와 연관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 코로나19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기술

2.1 인공호흡기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널리 퍼지면서 인공호흡기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다. 인공호
흡기는 호흡이 곤란한 환자의 폐에 공기나 기체를 불어넣고 빼내서 호흡을 돕는 장치로
서, 호흡을 스스로 할 수 없거나 호흡이 불충분한 환자에게 주로 사용된다. 응급치료ㆍ
마취과정 등에서 환자가 자발적으로 호흡하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코로나
19가 경증일 때도 호흡기 감염증이 나타나지만 기저질환이 없으면 대부분 치료하지 않
아도 스스로 회복된다. 하지만 증세가 악화해서 폐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한다.5)코로나19 확진자의 약 3%가 중증으로 발전되는데, 이들
에게는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발전하자 병원에서 기존에 보유

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01116273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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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던 인공호흡기로는 폭증하는 환자수를 감당하기에 한계에 도달하였고 저렴한 비
용으로 인공호흡기를 빠르게 생산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스페인 의료 전문가와 기술자들의 텔레그램 커뮤니티인 ‘코로나바이러스 메이커

스’에 소속된 레시스텐시아(Reesistencia)6)팀은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인공호흡기를 
제작하였다. 이들은 ‘잭슨리스 호흡회로’라고 알려진 구형 수동 인공호흡기 모델을 자동
화한 인공호흡기를 개발하고, 누구나 3D프린터를 사용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침서와 
코드를 공개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간단한 수동식 인공호흡기를 제조하려고 했다. 하지
만 수동식 인공호급기는 구급차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
고 이에 자동화한 인공호흡기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7)

그림 1.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만든 인공호흡기 프로토타입

한편, 미국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 미국 동부 보스톤에 위치한 MIT 연구진은 
500 달러 미만의 가격으로 제작 가능한 저가형 인공호흡기를 개발하였다.8) 이들도 자
신들이 제작한 인공호흡기 설계도를 오픈소스로 공개하였고, 인도의 스타트업에서 MIT 

6) https://gitlab.com/reesistencia

7)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638

8) https://news.mit.edu/2020/ventilator-covid-deployment-open-source-low-cost-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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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타입을 참고해서 개당 660 달러에 생산가능한 인공호흡기를 만들었다. 이는 그 
동안 인도에서 판매되던 기존 제품의 1/3에 불가한 가격이라고 한다.9) 

그림 2. MIT 연구팀이 제작한 저가형 인공 호흡기

2.2 저렴한 페이스 쉴드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한데는 위생 장갑, 페이스 쉴드, 
마스크 등과 같은 개인용 보호 도구가 부족한 것이 큰 몫을 차지한다. 이들은 개도국에 
사는 사람들이 구입하기에 가격이 비쌀 뿐만 아니라 공급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인도
국립기술원-카르나타카에서는 12 루피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가능한 페이스 쉴드
(Face Shield)를 개발하고 인근 지역에 보급하였다.10) 이 페이스 쉴드는 요가 매트, 폴리
에스터 필름, 합성 접착제, 그리고 벨크로 테이프를 사용해서 제작되었다. 이 제품을 개발
한 이슬루어 교수에 의하면 기존의 페이스 쉴드에서는 얼굴에 고정하기 위해서 고무 밴
드를 사용하는데 이는 불편하기도 하고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기도 하였다. 어느날 
저녁 자신의 7살 아들이 요가 매트에서 노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이슬루어 교수는 페이
스 쉴드를 만드는데 요가 매트를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이는 개

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52139015&code=610100

10)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karnataka/nit-k-develops-low-cost-reusable-face-shield/article31569349.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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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국 사람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스스로 현지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는 간
디식 혁신 또는 주가드 이노베이션(Jugaad Innovation)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11)

그림 3. 이슬루어 교수가 자신이 제작한 페이스 쉴드를 착용한 모습

한편,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코로나19 발생 초기 페이스 쉴드와 같은 개인 보호 
용구의 심각한 부족 현상을 겪었다. 이에 에모리 의대의 디나 아민 교수팀은 3D 프린
터를 사용해서 페이스 쉴드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발표하였다.12) 이들은 
3D 프린터, 벨크로 스트립, 투명 필름, 폴리락틱산 필라멘트, 접착제 등을 사용해서 페
이스 쉴드를 제작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1,100 달러짜리 3D 프린터를 구입해서 페이스 
쉴드 200개를 제작하는데 드는 총 비용은 1,462 달러로 개당 비용은 약 7.30 달러이다.
 

11) 주가드 이노베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할 것.
홍성욱, “적정기술과 주가드 이노베이션”, 적정기술, 8(1), 2016.

12) https://linkinghub.elsevier.com/retrieve/pii/S0278239120304468



적정기술13권2호
95한밭대학교Ⅰ적정기술미래포럼

그림 4.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제작한 페이스 쉴드를 착용한 모습

2.3 최소 잔여형 주사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종식되기 위해서는 전 인구의 70% 이상이 예방 백신을 
접종해서 집단면역이 형성되어야 된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의 생산량은 백신을 접종
해야 하는 전 세계 인구에 비해서 매우 부족하다. 코로나19 백신은 대부분 바이알이라
고 불리는 작은 유리병에 포장되어서 보관되는데, 한 바이알에는 여러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용량이 들어있다. 하지만, 기존의 주사기를 사용할 경우 주사기 끝에 남은 백신은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해야 된다. 이를 모두 더하면 바이알 한 병당 최소 1회 이상 접종
할 수 있는 양이다. 단 한 사람이 접종할 백신이 아쉬운 지금 바이알 한 병당 1회 접종
분이 사라진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에 한국의 여러 기업에서는 백신 잔
여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최소 잔여형(Low Dead Space) 주사기를 개발 보급하였다.13)
기존의 주사기는 피스톤을 통해 주사액을 밀어올리면서 주입하는 방식인데, 끝까지 

밀어 넣어도 피스톤 끝과 주사바늘 사이에 공간이 남으면서 약물이 일부 남게 된다. 반면 

13)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516584&memberNo=37570062&vType=VERTICAL



96
적정기술13권 2호
한밭대학교Ⅰ적정기술미래포럼

최소 잔여형 주사기는 약물을 밀어올리는 피스톤 끝이 바늘 아래까지 이어져 있어서 약
물 잔량이 일반 주사기에 비해 크게 줄어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반주사기
의 경우 잔류 부피가 0.07mL 이하인 반면 LDS 주사기는 0.035mL 이하로 남는다. 코
로나 19 시대에 적합한 적정기술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4 백신 저장용 냉장고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백신은 섭씨 
2~8도의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최상의 접종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14) 선진국에서는 백신용 
냉장고에 이를 보관한다. 하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거나 들어오더라도 전기수급이 불
안정한 아프리카 시골 마을 등에서는 이런 백신 냉장고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 이 문제
는 지구상에서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의 종식을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14) 질병관리청에서 최근 발표한 지침에 의하면 화이저에서 개발된 mRNA형 코로나19 백신의 경우에도 섭씨 2~8도에서 약 한달간 보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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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백신 생산에서부터 개도국 사람들이 접종 받기까지의 긴 여정

빌게이츠 재단과 인텔렉춸벤처스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를 사용하지 않
는 백신 냉장고를 개발하였다.15) 이 냉장고는 백신 주변을 감싸고 있는 8개의 플라스틱
통에 물을 얼리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다양한 종류의 백신 300개를 약 50일 정도 보관
할 수 있다. 냉장고의 온도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통 내부는 알루미늄 호일로 
싸여져 있으며, 진공상태로 밀봉되어 있다. 또한 입구를 12cm로 작게 만들어서 내부로 
공기가 잘 들어갈 수 없게 하였다.

그림 6. 얼음을 사용한 백신 저장고

15) https://www.wired.com/2013/06/how-to-design-a-life-saving-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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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은 “인디고(Indigo)”라고 불리는 전기도 얼음도 필요 없는 진보된 형태의 
백신 저장고를 개발하고 있다.16) 먼저, 백신 저장고에 열을 가하면 벽 안에 있는 물이 
증발해서 별도의 저장소로 들어가서 수개월 동안 보관된다. 백신을 보관할 때가 되어서 
밸브를 열면 수증기는 다시 원래 장소로 되돌아간다. 인디고 내의 압력이 이미 낮아졌
으므로 이 때 물은 5℃에서 증발하면서 백신 저장고 내의 온도를 백신 저장에 적합할 
정도로 낮춘다. 인디고를 사용하면 기존의 얼음 저장고를 사용할 때보다 4배 더 먼 거
리를 이동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림 7. 인디고를 사용해서 백신을 이동하는 모습

2.5 블록체인의 활용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전 세계 정부는 가장 먼저 개발된 화이저 또는 
모더나 백신을 초저온 상태에서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콜드체인(cold chain) 구축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초저온 냉동고 확보하고, 백신 운송 중 실시간으로 온도를 파악할 
수 있는 특수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러한 물류 역량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유통 데이터를 보장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의 구축 또한 필수적이다.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백신 유통 상황을 투명하게 모니터링

16) https://www.gatesnotes.com/Health/The-big-c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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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17) NHS에서는 디지털 자산 추적 기업인 “에브리웨어”의 센서를 사용해서 백
신의 실시간 유통 온도를 확인한 후, 이를 헤데라 해시그라프(Hedera Hashgraph)18) 
블록체인에 기록한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보하고 유통망에 참여한 사람
들 간에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영국 정부는 우선 시범적으로 
사우스워릭셔 지역 내에서 선별된 의료기관에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1999년 국내에 진출해서 의약품 유통을 대행하고 있는 쥴릭파마 역시 전통적인 의약

품 유통을 넘어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선보인 이지트랙커(eZTracker)가 
대표적인데,19)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정식 유통 센터에서 의료기관 및 환자에게 
이르기 전까지 의약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20)

한편,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보다 자유롭게 해외 
여행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각국 정부에서는 백신여권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스
라엘에서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자국 국민이 해외 방문 시 자가 격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녹색여권’을 발급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EU에서도 6월말부터 백신접종을 
증명하는 QR 코드를 발급하기로 합의했다.21) 이 QR코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쳤거
나 검사에서 음성 진단을 받은 사람, 그리고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에게 발
급된다. 여행객이 EU 회원국에 도착해 QR 코드를 보여주면 출입국 당국은 회원국의 
데이터베이스 조회를 통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U 회원국들은 디지털 백신 
여권 QR 코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같은 추가적인 제한 조처는 감염 상황에 따
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취하기로 했다. 또한 2021년 6월에 예정된 G7 정상회의에서도 
‘백신여권’의 표준화가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예정이다. 
백신여권을 개발하려는 이들은 디지털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개인 사생활 보호 등의 

차원에서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신분인증(DID)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DID 기술을 활용하면 개인 정보의 노출은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백신 접종 여부
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17) https://www.tokenpost.kr/article-52348
18) https://hedera.com
19) https://www.eztracker.io

20) https://www.fnnews.com/news/202105181742398592
21) https://www.ytn.co.kr/_ln/0104_202105212115093420_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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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가는 글 

지금까지 코로나19 시대에 3D프린팅, 적정기술, 주가드 이노베이션,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등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인류가 지금껏 겪
어보지 못한 감염병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는 그 동안 무분별하게 진행된 난개발과 자원 
낭비 등에 대해서 반성하는 동시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지구촌 사람
들의 생명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절제된 삶을 지향하는 적정기술
의 철학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핵심어: 코로나19, 3D 프린팅, 적정기술, 주가드 이노베이션,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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