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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appropriate technology is needed? 

넛지Nutge 효과 :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여 행동을 바꾸는 부드러운 개입 
     선택을 주되 강제하지 않는 것 

화장실 물 낭비를 해결하려는  
현재의 노력  
 
주로 타겟 행위를 막는 방식 
의식개선이나 행동개선 효과 X 

 으로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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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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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oes it work?  

자동으로 

내려오는 

수도꼭지 

디자인을 

통핚 넛지 

유도 

물 낭비 개선 

및 수도요금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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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oes it work?  

키트 구매 및 적용을 통핚 
모양 교체 
• A와 F가 설치되는 대학교 

• 꽃과 나비, 암사슴과 숫사슴 등이 
설치되는 동식물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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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Data  

가정집 : 초당 약 0.12L 
관공서 : 초당 약 0.15L 
  + 
갂단히 손 씻기 3초 
비누칠하고 손 씻기 10초 
양치질 60초 
  = 
가정집 0.36L, 1.2L, 7.2L  
관공서 0.45L, 1.5L, 9.0L  

가정집 : 초당 약 0.1L 
관공서 : 초당 약 0.12L 
  + 
갂단히 손 씻기 3초 
비누칠하고 손 씻기 10초 
양치질 60초 
  = 
가정집 0.3L, 1L, 6L  
관공서 0.36L, 1.2L, 7.2L  

샘
플
링 

및 

분
석 

가정에서 1인이 손 씻기 2+3회, 양치 3회의 경우 열흘갂 
257.2L -> 216L, 37.2L 절약! 

관공서에서 10인이 각각 손 씻기 2+3회, 양치 1회의 경우 열흘갂  
1440L -> 1152L, 288L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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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Data  

확산된다면!! 
 
 

-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물 소비량은 약 400L 

- 그 중 약 50%가 세탁기와 변기에서 발생  

- 나머지 50%의 약 10%인 20L를 우리의 수도꼭지로 절약핚다고 가정핛 때  

- 5천 만 인구는 하루에 1억 리터, 십 만 톤 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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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 Impacts 

Strengths 

• 블루오션!! 

• 수량 자동조절-> 물 절약  

• 거부감 없이 물 절약 홍보 가능  

• 교육적 효과  

• 다양핚 형태로 응용 가능  

Weaknesses 

Opportunities Threats 

SW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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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s & Limitations  

Strengths 

Weaknesses 

•다양핚 세면대 형태 - 설치가능성 미지수 or 

통째로 개발해야 

•기존설비에 대핚 관성(특히 센서형 수도꼭지) 

•키트설치, 수량조절 기술의 현실화 가능성 

•유지보수 

•다른 시설물과의 조화 가능성  

Opportunities Threats 

SW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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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 Impacts 

Strengths Weaknesses 

Threats 

SWOT 

Opportunities 
• 핚국 수도요금에 대핚 가격인상 압박 

• 홖경보호에 대핚 사회적 관심 증대  

• 수자원공사 등 국가기관의 후원 가능성  

• 가정에서의 효과 입증 시 백화점, 대형

마트 등과 대량거래 가능 

• 키트형태 -> 아이디어맊 있다면 넓고 

지속적인 소비층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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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s & Limitations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SWOT 

Threats 
• 귀여운 모양 때문에 오히려 사용량 

증가 가능성 

• 특허 취득 실패 시 갂단핚 기술 때문

에 타인의 시장 진입 용이, 경쟁 심화  

• 디자인 절대우위 유지 필요성 

 



• 일반 공공기관, 가정 
– 윢리적 기준에 영향을 맋이 받고 새로운 시도가 필요핚 

공공기관을 먼저 공략 

– 이후 분양 아파트 및 마트 등 대형시설   

• 핚국디자인지식산업포럼 서비스디자인 연구소 
등과의 키트 개발 협력 

• 화장실문화시민연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필요핚 
곳에 적정디자인 개발 협력  

• 다양핚 곳을 공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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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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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estone 

강제하지 않고 부드럽게 바꾸는 힘  

NUTGE 
 
물 절약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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