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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통 인 짜맞춤 기법을 숙련된 기술 없이 앱 상에서 부재의 사이즈와 장부의 개수만 결정하면 

통 가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동안 문 기술자들에 의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가구의 설계도면을 

CAD를 사용하여 생성함으로써 효율 이며, 융통성 있는 가구의 제작이 가능하게 하 다. 한 CNC 설계 도면과 

3D 모델링된 56종의 STL 일들은 앱을 통해 서비스되며 수시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하기 해 하이 리드앱

을 사용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when the number of dimensions and the "JANGBU 'of the app on the" BUJAE "without an experienced only the 

traditional setting-up techniques described was so determined to create a traditional furniture. Fabrication of efficient and accommodating 

furniture enabled by design drawing of furniture consisted manually by technical experts meantime uses and create CAD. Also CNC 

design drawing and 3D STL files of modeled 56 kinds are serviced through APP and used Hybrid App to do it so that update may be 

available from time to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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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3D Printing 기술은 제조업의 명을 가져올 차세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제조업에서 요구되어

지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합한 기술이다. 3D 

Printing 기술은 1984년 최 로 개발된 후 30년으로 

명시된 특허 사용 보장 기간이 만료되며 시장 규모가 

2012년 22억 달러에서 2019년 65억 달러 규모로 성장

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

3D Printer가 리 보 되어지면 공장 심의 생산 

방식에서 가정 심의 생산 방식으로 산업형태가 변

화 하게 될 것 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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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구입하여 가정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

라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0년까지 3D Printing 기시장 창출  콘텐츠 산

업을 활성화하기 해 활용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다

양한 3D Printing 콘텐츠를 확보·활용할 수 있는 유

통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1-3].

이에 본 논문에서는 통가구제작이나 한옥 건축에 

사용되어온 짜맞춤 기법 56종을 CNC(computer nu-

merical control) 가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CAD 도면

을 제작하 고 이를 3D Printing에 사용할 수 있도록 

STL(Sacrae Theologiae Licentiatus) 일을 생성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 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앱에 속한 다음 가구제

작에 사용되어질 짜맞춤 방법을 선택한 후 부재 사이

즈와 장부의 개수를 결정하게 되면 CNC 가공용, 3D 

Printing에 필요한 도면을 생성해 다. 한 선택한 

짜맞춤 방법에 한 동 상을 제공하여 제품완성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 다. 

Ⅱ. Modeling

CNC를 이용하여 가구 제품을 생산하기 해서는 

CAD도면을 확인하면서 가공기계인 CNC의 설정 값

을 수시로 변경해 주어야 한다[4-5].

이를 해결하기 해 항상 휴 가 가능한 모바일 기

기를 활용하여 CAD 도면을 실시간 확인하면서 CNC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 CNC 가공

통가구 제작에 사용되는 짜맞춤 기법 56종의 

CAD 도면을 설계 한 후 CNC 셋 에 필요한 기계 

설정 데이터를 얻기 해 56종의 짜맞춤기법을 용

한 여러 종류의 제품을 가공하면서 기계 셋 에 필요

한 데이터를 수집하 다[6-7].

표 1은 짜맞춤 기법을 용하여 의자를 제작하기 

한 CNC 가공 조건이며 그림 1은 의자 제작에 필요

한 CAD 도면과 CNC 가공 과정, 의자 받침 와 의자 

다리 사이에 연결을 짜맞춤기법을 용하여 제작한 

제품을 나타낸다. 

표 1. 의자제작용 CNC 가공 조건
Table 1. CNC processing condition to produce chair 

date time: 

2014. 2. 12

Result size : 

300*300*8

material : 

Balkeuromet 

wor

kin

g 

con

ditio

ns

- CNC FM0615 use

- 3mm ENDMILL establishment → Stepdown 

2mm establishment, 

2mm ENDMILL→Stepdown 1.5mm

establishment

- RPM 18,000 establishment

- x,y,zaxis machine speed 0.6 

establishments

- Inside destruction work : ENDMILL 

3mm, 

cutting : ENDMILL 2mm

(a) 설계도면
(a) Drawing

(b) 짜맞춤 도면
(b)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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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가공작업
(c) Product processing

(d) 완성품
(d) Product

그림 1. CAD를 이용한 짜맞춤 기법을 이용한 가구 
설계를 한 Plug-in / CNC 가공

Fig. 1 Plug-in for furniture design that use method to 
construe that use CAD / CNC processing

2.2 3D Modeling

통 인 짜맞춤 기법을 3D Printing을 이용하여 

제품 제작에 사용하기 해서는 각종 짜맞춤별 모델

을 그림 2와 같은 모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제작된 짜맞춤 모델들은 그림 3과 같이 CAD 작업

을 통해 수치가 포함된 2D 도면으로 작성된다.

2D로 작성된 데이터는 3D Printing에 필요한 일

로 변환 된다. 그림 4는 3D Printing 데이터를 표 하

는 국제 표  형식인 STL 일을 제작하기 해 3D 

모델링 작업을 수행한 후 STL 일을 생성하는 과정

과 결과물이다.

 

그림 2. 짜맞춤 기법
Fig. 2 Method to construe

그림 3. 짜맞춤 기법을 이용한 2D 도면과 3D에 
용을 한 모델링

Fig. 3 Modelling for application in 2D drawing and 3D 
that use method to construe

(a) 3D 모델링 작업
(a) 3D mod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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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D 모델링 STL 일 완성
(b) Export 3D modeling STL file

(c) 3D Printing 결과물
(c) Product

그림 4. STL 일 제작 과정  결과물
Fig. 4. STL file manufacture process and product

Ⅲ. 하이 리드 앱 개발

하이 리드 앱 개발 방식은 최근 주목 받는 멀티 

스마트폰 랫폼 기반의 앱 개발 기술이다. 하이 리

드 앱은 웹킷(WebKit) 기술을 바탕으로 HTML5, 

CSS, 자바스크립트 등으로 만들어지며 뛰어난 확장성

과 호환성을 제공한다.

재 통 인 짜맞춤 기법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

의 경우 소규모의 가내 수공업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

으며 오랜 시간의 숙련된 문기술과 복잡한 제작 과

정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 인 심에서 멀어

져가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3D Printing 기술의 장 인 소량 

다품종 제작과 설계도면만 있으면 특별한 기술 없이

도 제작이 가능하다는 을 활용하고자 한다. 3D Pr-

inting 기술을 이용하기 해서는 3D Printing용의 콘

텐츠가 제공되어져야 한다.

하이 리드앱으로 제작된 짜맞춤용 CNC 설계 도

면과 STL 일들은 짜맞춤 아카이 (archive)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제공 한다. 한 트래픽 분산을 해 

동 상은 유튜 , 사진은 리커(flickr), 문서는 짜맞

춤 아카이 로 세분화하여 구성하 다.

3.1 메뉴 구성

가. 이용자가 본인 계정 장 공간에 업로드한 도

면 일을 모바일기기에서 쉽게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과 뷰어 메뉴가 직 이어야 한다. 

나. 최 한 메뉴를 간략하게 하여 터치되는 버튼의 

크기가 충분한 크기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다. 이해를 돕기 해 제공되는 짜맞춤 3D 디지털 

형상은 모두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메뉴로 배치

되도록 한다.

라. 모든 메뉴는 3 단계(depth)를 넘지 않도록 구성

하고 기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바로가기를  화

면에 배치한다.

3.2 하이 리드 앱 구성도

그림 5는 모바일 서비스를 한 앱 구성도 이다.

3.3 개발 환경

가. 운 체제 : iOS 7.0 이상

나. 시스템 : iPhone 4 이상 

3.4 운용 환경

가. 애  앱스토어 등록하여 무료 배포

나. 상품성 있는 도면 등은 웹 내 결재 모듈을 

용하여 부분유료화를 도입

다. 호환성 확보

해상도가 각기 다른 모바일 기기들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해 아이폰 4, 4S, 5, 아이패드, 

아이패드 미니, 아이폰 등과 호환이 가능한 인

터페이스 구성이 필요로 하므로 html5와 java-

script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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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모바일 서비스를 한 앱 구성도
Fig. 5 App composition for Mobile service

3.5 제안된 짜맞춤 기법의 사용방법

그림 6과 같이 모바일을 이용 앱에 속한 후 사용할 

짜맞춤 종류와 부재사이즈를 사용자가 결정 할 수 있다.

그림 6. 부재사이즈
Fig. 6 BUJAE size

그림 6에서와 같이 결정한 후 그림 7과 같이 장부

의 개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림 7. 장부 개수 결정
Fig. 7 Account JANGBU number decision

부재사이즈와 장부의 개수를 결정 한 후 도면을 그

림 8과 같이 생성하게 된다.

그림 8. 도면 생성
Fig. 8 2D drawing 

그림 9는 생성된 도면을 3D 변환하여 보여 다.

그림 9. 3D 모형
Fig. 9 3D model

3.6 짜맞춤 기법에 한 동 상

CAD 작업을 통해 제작된 56종의 짜맞춤 기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을 해 짜맞춤 기법을 

용한 동 상을 CAD Plug-in과 함께 그림 10과 같이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제작하고자 하는 제품에 용 

가능한 짜맞춤 기법에 한 이해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JKIECS, vol. 9, no. 12, 1389-1396, 2014

1394

그림. 10 짜맞춤 결합과정 동 상
Fig. 10 Setting-up process combines video

Ⅳ. 결 론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이 가능한 짜맞춤 기법을 가

구제작에 활용하기 해 56 종류의 짜맞춤 방법에 

한 CNC용 도면과 3D Printing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

작하 다.

이 게 제작된 콘텐츠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서비

스되어 지며 소비자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짜맞춤 기

법을 선택 할 수 있게 하 다. 선택되어진 짜맞춤 기

법은 동 상을 통해 소비자가 완성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 다. 

향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짜맞춤기법을 응용한 

사례들을 앱을 통해 제공이 가능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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