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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1970년대 종이 도면을 대체할 2D Computer-Aided Design 

(CAD)을 도입한 이래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제품개발 전 과

정에 걸쳐 컴퓨터 지원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Dankwort et 

al., 2004). 최근에는 통합된 디지털 제품 자료 중심의 지능형 생

산 시스템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자료 기반 생산 체계의 변화는 CAD, Computer-Aided 

Manufacturing(CAM) 그리고 Computer-Aided Engineering 

(CAE) 등 개별 도구보다 통합된 제품 개발 프로세스와 자료 

기반의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생산 체계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방법으

로 Product Data Management(PDM) 소프트웨어 중심의 공

학교육 체계가 제안되었다(Dankwort et al., 2004; 도남철, 

2004). PDM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제품개발 프로세스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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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을 지원

하는 데이터베이스 기반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PDM 소프트웨

어이다. PDM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제품개발 교육을 할 경

우, CAD, CAM 그리고 CAE 등을 연계하여 제품 자료를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협동작업 지원 기능을 이용하여 협동 제품

개발 교육이 가능하다.

PDM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협동 제품개발 교육이 현재 공학

교육의 요구를 만족 시키는 좋은 방법으로 예측되나, 대학 교

육에서 이를 지원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Probst & 

Gerhard, 2014). 첫째, 과정에 필요한 PDM 소프트웨어의 구

매, 유지/보수 그리고 교육에 많은 부담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상업용 PDM 소프트웨어는 고가의 방대한 기능을 제공하는 다

양한 응용 프로그램의 집합이다. 그러므로 수업을 위하여 해당 

시스템을 구매하고 적용하는데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둘째, 

제품개발 프로세스와 제품자료 관리 관련 자료나 교재 확보가 

어렵다. 교육 대상이 되는 프로세스가 상품기획에서 공정계획

까지 방대한 분야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종합적으로 소

개하는 자료나 교재의 확보가 어렵다. 셋째, 과정에 필요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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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framework of engineering education for product development processes based on product data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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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to enhance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to overcome the burden of learning various computer-aided tools and 3D pr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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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예제 제품과 관련 제품자료 확보가 어렵다. PDM 소프트웨

어를 이용하여 제품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제품에 대한 종합적

인 자료를 생성해야 한다. 기업 제품을 예제로 활용할 경우, 해

당 자료가 기업의 지적 자산에 포함되므로 종합적인 자료를 확

보하기 어렵다. 

저자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PDM 소프트

웨어를 활용한 과제 기반 제품개발 공학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도남철, 2004), 자체 개발한 PDM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제

품개발 프로세스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소셜 

기술을 활용한 상호 협동 작업이 가능한 팀 과제 중심의 교육 

과정도 개설하였다(도남철, 2015).

저자는 PDM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협동설계 기반 제품개발 

실습교육을 진행하면서 시제품 개발 단계에서 물리적 제품 제작

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자신의 설계를 물리적으로 구현한 

시제품을 제작할 경우 참가자가 학습 동기 부여와 제품제조 과정

을 고려한 제품설계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의 제품개발 교육을 확장하여 3D 프린팅을 

활용한 시제품 개발을 포함하는 제품개발 실습 중심의 교육과

정을 소개한다. 이 과정은 특별한 기반 지식이 없는 공과대학 

신입생 대상의 설계 입문과정으로 설계되었다. 수업의 목표는 

한 학기 동안 팀 과제를 통하여 물리적 시제품 개발을 포함한 

제품개발 프로세스 전 과정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사용

할 컴퓨터 지원 도구는 CAD, PDM 그리고 3D 프린팅을 위한 

CAM 소프트웨어이며, 추가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였다. 

이 과정은 한 학기 동안 두 개 반 수업에 적용되었다. 본 논문

은 제안된 교육 과정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DM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팅 기반의 제품설계 교육 과정을 제안하

고, 이 과정을 적용한 수업 사례와 결과를 검토한다.

본 논문의 2절에서는 PDM 소프트웨어 기반 공학교육에 관

련된 기존 연구를 알아본다. 3절에서는 연구의 주요 도구인 

PDM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팅을 소개한다. 4절에서는 PDM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터를 활용한 제품개발 공학 교육 과정을 

소개한다. 5절에서는 제안된 교육과정을 활용한 수업 사례를 

소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한다. 6절에서는 결론을 도출한다.

 

II. 관련 연구

Dankwork et. al.(2004)는 컴퓨터 지원 설계 도구의 교육 

적용에 관한 연구에서 CAD, CAM 그리고 CAE 등의 단일 도

구의 확산을 바탕으로 이들 간의 관계와 입출력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PDM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김세현(2005)은 

삼성전자의 CAD와 PDM 교육을 소개하면서 제품 개발 프로세

스를 이해하고 CAD나 금형설계 CAM 적용 기술을 가진 PDM 

관련 인력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제품개발에서 사

용되는 컴퓨터 지원 도구에 필요한 제품자료를 통합하고 효율

적인 제품개발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PDM 교육이 요구

되고 있다. Sanin과 Mejia-Gutierrez(2011)는 개발도상국의 

미래 산업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공학 수업에 PDM을 도

입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PDM 유지 및 관리를 

위해 공개 PDM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였으며, PDM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하여 결과를 설명하였다.

Kakehi et. al.(2009)는 이러닝을 활용하여 PDM이 확장된 

Product Lifecycle Management(PLM) 교육 체계에 관한 연

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PLM 개념 하에 Bill Of 

Material(BOM)(도남철, 2018a) 중심의 제품개발 프로세스 교

육체계를 제안하였다.

Gerhard와 Granger(2009)는 제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한 소

비자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하는 현대 제품개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PDM을 기반으로 하는 다학제간 협동 제품개발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오스트리아의 직업 대학(HTL)간 PDM 소프트웨어 기반 제

품설계 실습 교육이 2006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Gerhard & 

Granger, 2009; Ostad-Ahmad-Ghorabi et al., 2012; Probst 

& Gerhard, 2014; Probst et al., 2017). 이 연구는 오스트리

아의 다섯 개 직업대학의 기계공학 전공에 PDM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협동 제품개발 실습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하

여 Technical University of Vienna가 PDM 시스템 개발을 

맡았으며, 상용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가 PDM 소프트웨어 유

지 및 보수 역할을 맡고 있다. 

대부분의 PDM 교육 연구(Sanin & Mejia-Gutierrez, 2011; 

Probst & Gerhard, 2014; Ostad-Ahmad-Ghorabi et al., 2012)

에서 교육용 PDM 소프트웨어의 유지 및 보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Sanin과  Mejia-Gutierrez(2011)의 경우 공개 소프트웨어

로 개발된 PDM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으며, 오스트리아 HTL 

간 PDM 소프트웨어 기반 협동제품개발 수업을 위해서는 상용 

PDM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Probst & Gerhard, 2014).

저자는 웹 기반 교육용 PDM 소프트웨어 개발(도남철, 2004), 

Lego 3D CAD와 PDM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입문 교육 시스

템(도남철, 2013) 그리고 소셜 미디어와 PDM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협업적 제품개발 교육(도남철, 2015) 등의 PDM 소프

트웨어를 활용한 제품개발 교육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 이 일

련의 연구들을 통하여 PDM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제품개발 프

로세스와 협동설계 기반의 제품개발 교육 과정을 개발해왔다.

저자의 연구와 타 연구와의 차이점은 자체 개발한 PDM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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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웨어를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교육과정에 필요한 기능이나 

객체를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는 점이다. 기존 연구들은 모두 

상용 시스템이나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 필요한 기능

을 추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저자가 자체 개발 PDM 소프트웨

어는 기본 기능 외에 교육을 위한 전용 객체(3.1절 참조) 등을 

추가할 수 있었다.

저자의 연구를 포함한 기존 PDM 소프트웨어 기반 교육체계

와 본 연구의 차이점은 3D 프린팅을 도입하여 설계를 물리적 

시제품으로 제작하도록 한 것이다. 저자가 아는 한 PDM 소프

트웨어를 활용한 제품개발 교육에서 설계 구현을 위한 3D 프

린팅 활용 예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III. PDM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팅

1. PDM 소프트웨어와 교육 지원 객체

PDM 소프트웨어는 제품개발 효율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

여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제품개발 프로세스와 제품자료를 통

합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일반적으로 PDM 소프트웨어는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유틸리티 기능을 제공

한다(CIMdata, 1997; 도남철, 2018b). 

본 연구에서는 Team Engineering Environment(TEE)로 명

명된 자체 개발 PDM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TEE는 웹 브라

우저 기반 공개 PDM 시스템으로서 설치 없이 누구나 등록 후 

즉시 사용할 수 있다(Fig. 1. 참조). 

Fig. 1  TEE User Environment (http://tee.gnu.ac.kr) 
TEE는 PDM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Publication, Program 

그리고 Note Tag 객체를 제공한다(Fig. 2 참조). Publication 

객체는 참가자의 설계 정보를 다른 사용자들에게 쉽게 공개할 

수 있게 한다. 특정 BOM의 최상위 부품을 Publication 객체에 

추가하면, 모든 TEE 사용자들이 해당 BOM 소속 아이템(부품 

혹은 제품 객체) 그리고 아이템 연결 문서에 접근할 수 있다. 

Publication 객체는 작업 중인 BOM의 최상위 아이템을 대표

하므로 Project 객체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Publication 

객체는 학생들의 과제를 수업 내에 공개하거나, 강사가 학생들

의 제품개발 과정이나 결과를 관찰하는데 유용하다(Fig. 2의 

Publication 객체 참조). 

Program 객체는 팀별 Publication 객체를 반이나 수업별로 

묶어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Program 객체는 특정 수업에 

속한 각 팀별 Project 혹은 BOM의 모임으로 볼 수 있다. 

Program 기능을 활용하여 TEE의 제품자료 중에 수업에 참여

하는 Publication 객체로 대표되는 Project와 BOM 을 구별할 

수 있으며, 각각의 BOM을 통하여 소속된 아이템과 관련 문서

까지 접근할 수 있다(Fig. 2의 Program 객체 참조).

 

Fig. 2  The Publication, Program and Note Tag Objects 

Note Tag 객체는 제품중심의 단문 메시지이다. Note Tag

는 제품 중심이기 때문에 항시 특정 아이템에 소속된 단문 메

시지로써 생성되고 관리된다. 앞에서 설명한 Publication과 

Program 객체가 수업 참가자가 현재 진행 중인 과제 제품자료

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면, Note Tag는 강사나 다른 학생

이 Program과 Publication을 통해 접근한 BOM구조와 아이템

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 Program과 

Publication에 의해 아이템에 접근 가능한 TEE 사용자는 누구

나 해당 아이템에 Note Tag를 통해 의견을 남길 수 있다. 강

사는 이 기능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협동작업 중인 과제의 특정 

아이템이나 설계 문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Fig. 2의 

Note Tag 객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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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제품 제작을 위한 3D 프린팅

3D 프린터는 적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을 지원하는 

제조 기계로써 액체나 파우더 형태의 수지, 금속 등의 재료를 층

층이 쌓아 올려 3차원 물체를 제조한다. 3D 프린팅은 기존 대량

생산 방식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첫째, 3D 형상 

모델에서 직접 최종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대량생산에 필요한 

초기 설정 및 중간 공정이 필요 없으므로 제조 공정이 단순해지

고 전용생산 설비가 필요 없다. 또한 조립 과정이 단순하며, 구동 

가능한 조립품을 단위 공정을 통해 제작할 수 있다. 둘째, 3D 

프린터로 자유로운 형상의 제품 제조가 가능하다. 예로 자유곡면

을 표면으로 가진 제품을 단위공정을 통해 생산할 수 있다. 셋째, 

3D 프린팅은 절삭가공에 비하여 재료의 낭비가 적고, 가공과정

에서 절삭유나 먼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적층가공 시스

템은 시제품제작, 다품종 소량 생산, 개인 맞춤형 제작과 복잡한 

형상 제작에 유리하다(도남철, 2016).

위의 3D 프린팅 장점은 교육 과정의 시제품 제작에 3D 프린

팅을 적용할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첫째, 시제품 제작에 

3D 프린터 외의 특별한 장비나 시설이 필요 없어 시설비용과 

사용자 훈련 측면에서 유리하다. 둘째, 3D 프린팅은 비교적 위

험하지 않은 기계이고, 재료가 적게 들며 특별한 처리가 필요

한 부산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습환경으로써 적합하다. 셋

째, 3D 프린팅은 컴퓨터 지원 가공 방법으로 짧은 훈련을 통해 

수준 이상의 가공 품질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시제품 제작은 적

은 수량의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므로 3D 프린팅 적용이 적합

하다. Lipson과 Kurman(Lipson & Kurman, 2010)도 3D 프

린팅이 적용 가능한 분야로 교육 분야를 언급하였다.

본 수업에서는 가장 보편화 되어 있는 Fused Deposition 

Modeling(FDM) 방식의 3D 프린팅 체계를 도입하였다. FDM 

방식의 3D 프린팅은 3D CAD 모델링, 슬라이싱(Slicing) 그리

고 출력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 공개 소프트웨어

와 하드웨어를 사용하였다. 첫째, 3D CAD 모델링은 3D CAD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출력될 아이템의 외형을 모델링하는 

과정이다. 둘째, 슬라이싱은 3D CAD 모델에서 추출된 외형정

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2차원 3D 프린터 노즐 패스를 생성하는 

단계이다. 이때 프린팅 속도 등의 파라미터와 형상에 따른 서

포터 등을 같이 고려하여 G-Code 형식의 컴퓨터 제어 파일을 

생성한다. 마지막 출력은 생성된 G-Code를 3D 프린터에 입력

하여 3차원 형상을 출력하는 단계이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들은 3D CAD 소프트웨어에서 외형 형상 파일을 추출하는 방

법과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G-Code를 생성하는 방

법 그리고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품을 출력하는 방법을 훈

련받게 된다.

IV. 제품개발 교육 과정

Fig. 3은 제안된 제품개발 교육과정의 목표, 평가 그리고 구

성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과정 목표(Fig. 3의 Course 

Goals 참조)는 교육 참가자가 제품개발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각 과정에서 필요한 제품자료와 처리 방법 그리고 상호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품개발 과정은 상품기획, 시스템설

계, 상세설계 그리고 생산준비와 더불어 설계의 물리적 시제품 

제작을 통한 제작고려 설계를 포함한다.

그림의 하단에 표시된 평가는 각 개인의 제품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는 필기시험과 프로세스 경험 여부를 평가하

는 팀별 실습결과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Course Evaluation 

참조).

제안된 제품개발 교육과정은 제품개발 프로세스(Fig. 3의 

Product Development Process 참조), 팀 과제(Team Projects 

참조) 그리고 컴퓨터 지원 도구(Computer-Aided Tools 참조)로 

구성되어있다. 이절에서는 3가지 구성요소를 자세히 설명한다.

Fig. 3 Course Framework

1. 제품개발 프로세스

제품개발 프로세스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일반적인 설계 

업무와 그 순서를 뜻한다. 제안된 교육과정에서 제품개발 프로

세스는 참가자들이 이해해야할 대상이다. 복잡한 제품개발 프

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하여 제품개발 프로세스의 각 단계의 순

서에 따라 과정을 진행한다. 순서는 컴퓨터 지원 도구의 적용

과 팀 과제 진행의 기준 역할도 한다.

제품개발 프로세스는 상품기획, 시스템설계, 상세설계, 시제

품 개발 그리고 생산준비 단계로 이루어졌으며, 각 단계에 대

한 설명은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도남철, 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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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eps of Product Development Process(도남철, 2018b)

Steps Description

상품기획 고객요구로 부터 개발 제품 주요사양 결정

시스템설계 제품구성 설계와 자원 배분

상세설계 부품과 제품구조에 대한 물리적 정의

시제품개발 설계된 제품 검증

생산준비 설계된 제품의 생산과 고객지원 계획

 

제안된 교육 과정은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품개발 프

로세스의 각 단계를 기준으로 단계에 대한 개념 강의, 특정 컴

퓨터 지원 도구 교육(각 도구에 대한 설명은 4.2절 참조) 그리

고 해당 과정에 대한 팀 과제(팀 과제에 대한 설명은 4.3절 참

조)가 하나의 진행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제품개발 프로

세스의 소개 이후, 제품개발 프로세스의 5개 단계에 따라 각각

의 진행 단위가 연결되어 전체 제품개발 교육 과정을 이룬다. 

예로 첫째 단계인 개념설계(Concept Design) 진행 단위는 개

념설계 단계에 대한 이론 강의로 시작된다. 이 후 해당 진행 단위 

팀 과제 활동에 필요한 컴퓨터 지원 도구인 PDM 소프트웨어에 

대한 강의와 실습이 진행된다. 강의와 실습이 끝나면 팀 과제 중 

개념 설계 단계를 진행하게 된다. 팀 과제에서 팀원들이 협조하

여 개발할 제품의 고객요구, 제품개념 그리고 제품사양을 포함한 

상품기획 보고서(Product Planning Report)를 작성하여 제출하

도록 한다. 팀 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의에서 익힌 내용이 

구체화되며, 학습한 도구를 실제 적용하는 경험을 얻게 되어 강

의, 도구 그리고 실습 사이에 상승효과가 나타난다. 

이로써 개념설계 진행 단위가 끝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다

음 단계인 시스템 설계 단계로 진행하게 된다. 시스템 설계 단

계는 개념 설계 단계의 결과인 상품기획을 이용하여 제품구성

(Product Configurations) 모델을 작성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이와 같이 제품개발 프로세스의 5개 단계를 연결시켜 생산준

비 단계까지 진행하게 된다.

2. 컴퓨터 지원 도구

컴퓨터 지원 도구는 제품개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도구와 

팀 과제 참가자 간의 의사교환과 협력을 지원하는 도구로 나눌 

수 있다. 제품개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도구로써는 

PDM, CAD 그리고 CAM 소프트웨어를 들 수 있다. 협동 작업

을 지원하는 도구로 웹 사이트, 메일링 리스트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들 수 있다(Table 2 참조).

PDM 소프트웨어는 전체 제품개발 과정에서 BOM과 기술문

서 공유를 통해 제품자료를 통합 관리한다. 이 기능에 추가하여 

제품 중심 단문 메시지인 Note Tag와 워크플로우 객체를 이

용한 협동 제품개발 환경을 제공한다. 특정 단계를 위한 기능

으로써 PDM 소프트웨어의 제품비용 계산 모듈은 생산준비 단

계에서 제품 비용 계산 기능을 제공한다.

3D CAD 소프트웨어는 상세설계 단계에서 제품의 치수와 형

상을 정의하는데 사용된다. 웹 기반 3D CAD 소프트웨어를 기

본으로 교육하였으며, 참가자의 기호와 사정에 따라 다른 3D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CAM 소프트웨어는 3.2에서 설명한 3D CAD 모델에서 추출

된 3차원 외곽 형상으로 부터 단면 정보 생성(슬라이싱)과 3D 

프린팅 기능을 지원한다. 외곽형상 추출은 3D CAD 소프트웨

어의 Export 기능을 사용하며,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는 공개 

FDM 3D 프린터를 지원하는 Cura(Ultimaker, 2018)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였다. 3D 프린트 출력은 3D 프린터에서 제공하

는 기능 중 필요 기능을 교육하였다.

Table 2  Supporting Computer-Aided Tools

도구 기능

PDM

BOM 관리

문서 공유

협업 지원

CAD 제품형상 정의

CAM
스라이싱

3D 프린팅

소셜미디어

웹 사이트

메일링 리스트

인터넷 커뮤니티

교육 과정에서 참가자의 정보교환 통로는 웹 사이트, 메일링 

리스트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이다. 웹 사이트는 웹 페이지와 

동영상 등의 미디어를 연계 활용하여 수업계획, 자료 그리고 

컴퓨터 지원도구 매뉴얼을 제공한다. 메일링 리스트는 과정에 

참여하는 강사, 조교 그리고 학생들의 전자 우편 주소를 등록 

받고, 이를 활용하여 참가지 간 쌍방향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게시판 서비스를 이용하여 최종 보고서와 

상품기획 자료를 공유하게 한다. 또한 댓글 기능을 통해 해당 

자료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한다. 

3. 팀 과제

팀 과제를 통하여 4-5명으로 구성된 팀별로 자체적으로 정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를 제품개발 프로세스를 따라 진행한다. 팀 

과제는 준비와 정리 단계를 제외하고 제품개발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로 필요한 활동을 진행한다. 팀 과제는 첫째 단계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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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에서 선택한 단일 제품에 대하여 각 단계를 거쳐 최종 생산 

준비까지 완료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팀 과제의 각 단계에는 

단계를 끝내기 위해 완성해야 할 과제가 주어진다(Table 3의 

Required Outcome 참조). 시제품과 상품기획 및 최종 보고서를 

제외한 과제의 형태는 과정 중에 생성하여 PDM 소프트웨어에 저

장된 BOM을 비롯한 설계 자료와 CAD/CAM 모델 파일들이다.

Table 3 Steps in Team Project

Steps Required Output Tools

준비단계 팀/역할 결정 웹사이트, 메일

상품기획 제품선정, 사양결정 인터넷 커뮤니티

시스템설계 제품구성 및 모듈 PDM

상세설계 3D CAD Model, E-BOM CAD, PDM

시제품개발 시제품 제작 CAD, CAM, PDM

생산준비 공정추가, 비용계산 PDM

정리단계 최종보고서 작성 인터넷 커뮤니티

V. 적용 예

1. 수업과 예제 제품 소개

제안된 과정은 한 학기(15주)동안 공과대학 일학년 대상의 

설계 입문 수업에 적용되었다. 수업은 약 40명으로 구성된 두 

개 반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선수과목이나 기술을 요구하지 않았다. 수업을 위하여 강의계

획과 강의 파일이 탑재된 수업 홈페이지가 제공되었다. 수업 

홈페이지(Google, 2018a)에는 컴퓨터 지원 도구와 관련 사용

자 매뉴얼 그리고 수업 관련 자료의 웹 주소가 제공되었다. 수

업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전자 우편 주소를 수업 메

일링 리스트(Google, 2018b)에 등록하여 전자 우편을 통한 공

지와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D 프린팅과 수업 기간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개발할 제품은 

일정 조건으로 한정하였다. 모든 팀에 Fig. 4의 LED 모듈을

Fig. 4  LED Module 

배포하여 동일한 USB와 LED 모듈을 제품에 적용하도록 하였

다. LED 모듈을 제외한 부품은 3D 프린터로 출력하여 제작하도

록 했으며, 필요에 따라 일부 다른 재료의 부품을 허용하였다.

2. 수업 진행 과정

수업은 Fig. 3에 제시된 것처럼 제품개발 5 단계에 걸쳐, 개

념 강의, 도구 교육 그리고 팀 과제 수행 단위로 진행되었다. 

각 팀은 Table 3에 표시된 것처럼 각 단계별로 컴퓨터 지원 

도구를 이용하여 시제품 제작과 제품 개발에 필요한 설계 자료

를 생성해 나갔다. 

첫째 단계인 상품기획에서는 상품기획 결과를 게시물로 작성

하여 수업 인터넷 커뮤니티(Naver, 2018)에 공개한다. 둘째, 시

스템 설계 단계에서는 상품기획에서 결정된 제품에 대한 모듈과 

모듈의 조합으로 생성되는 제품구성을 2개 이상 만든다. 이 결과

는 TEE에 Modular BOM(도남철, 2018a) 형태로 정의된다. Fig. 

5는 수업에 참여한 팀에서 작성한 제품구성 아이디어 스케치

(Fig. 5a)와 이를 구현한 Modular BOM 화면(Fig. 5b)이다.

Fig. 5 A Sketch for Product Configurations (a) and Their 
Implementation in TEE (b) 

셋째, 상세설계 단계에서는 Engineering-BOM(도남철, 

2018a)과 CAD 모델을 작성하여 TEE에서 공유한다. Fig. 6은 

한 참가팀에서 작성한 LED 램프 부품 CAD 모델이다.

Fig. 6 A CAD Model for LED 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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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시제품 개발은 3D CAD 모델을 3D 프린팅 모델로 전

환하여 출력하고, 주어진 LED 모듈과 조립하여 설계를 물리적

으로 구현한다. Fig. 7은 부품을 3D 프린팅하기 위한 슬라이싱 

프로그램 화면과, LED 모듈을 포함한 출력된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Fig. 7 3D Model for 3D Slicing Software and Assembly 
of 3D Printed Parts and LED Module 

생산준비는 소요 자재와 공정을 함께 표시한 Process-BOM 

(도남철, 2018a)을 작성하고 TEE의 비용계산 모듈을 이용하

여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Fig. 8은 TEE에서 작성된 

Process-BOM과 비용 계산 보고서를 보여준다.

Fig. 8 A Process-BOM and Its Cost Calculation

팀 과제에 대한 평가는 Table 3에서 제시한 각 단계별 과제

를 완성했는지 여부로 결정하며, 평가 결과는 통과여부만 확인

한다. 각 단계 과제는 선행관계가 있어 앞 단계 과제가 완성되

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으며, 시제품 제작을 포함

한 모든 단계가 완성되어야 팀 과제 통과로 판정된다. 수업 진

행 결과 두 개 반 총 17개 팀이 모두 팀 과제를 완성하였다. 

팀 과제가 완성된 경우 각 과제를 종합하여 최종 보고서를 수

업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다. 게시된 최종 보고서는 참가 

팀 상호 간에 정보 교류를 통한 교육적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다음 학기 수업 참가자들을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된다. 

Table 4는 차시별 학생들의 수업과 수행해야할 팀 과제 내

용을 정리한 표이다.

Table 4 Course Schedule

Steps(weeks) Classes Team Project

준비단계(1) 제품개발과 PDM 소개 팀/역할 결정

상품기획(2) 상품기획요소 및 과정 제품 및 사양결정

시스템설계(3)
대량맞춤 생산, 제품구성, 모
듈 BOM

제품구성 및 모듈

상세설계(3)
CAD, 부품리스트, BOM, 기
술문서 관리

CAD Model, E-BOM

시제품개발(2) 시제품개발과 시험 시제품 제작

생산준비(3)
생산준비과정, 공정 계획, 제
품비용

공정추가, 비용계산

정리단계(1) 정리 및 의견수렴 최종보고서, 시험

Fig. 9은 팀 과제의 물리적 결과인 시제품 사진을 모아놓은 

수업 인터넷 커뮤니티(Naver, 2018)의 게시판 모습이다.

Fig. 8  Pictures of team projects results 
(http://cafe.naver.com/edblab)

3. 결과 토의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은 최종보고서에 수업에 대한 평가를 

남기도록 하였다. 이 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의 제품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PDM 소

프트웨어를 통해 제품개발 전 과정을 경험하고 3D 프린터를 통

해 설계를 물리적으로 제작하는 경험을 통해 제품을 보는 관점

이 사용자 입장에서 개발자 입장으로 변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참가자들은 CAD, CAM, PDM 소프트웨어 그리고 시제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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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필요한 3D 출력 교육과 실습에 많은 부담이 있었으나, 모

든 팀이 팀 과제를 완료하였다. 2-3개 팀이 과제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팀 내 구성원간의 이견 대립 등의 내부 문제

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PDM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개발 교

육 과정에 3D 프린팅을 이용한 시제품 제작 도입을 통하여 참

가자의 제품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참가자들이 컴퓨터 지원도구와 3D 프린팅 도입에 

따른 부담을 극복하고 제품개발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

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참가자들이 상당한 부담에도 불

구하고 수업 기간 내에 교육, 실습 그리고 적용을 완성할 수 있

었던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컴퓨터 지원 도구의 기능과 사용자 편이성 발달로 제

한된 시간에 교육, 실습 그리고 적용이 가능하였다. 예로 수업

에 사용한 Thinker CAD 소프트웨어(Tinkercad, 2018)의 경

우 웹 브라우저 상에서 구동되는 직관적이고 쉬운 3D 모델링 

방법을 제공하므로 초보자도 편리하게 제품형상을 모델링 할 

수 있다.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컴퓨터 

지원 도구 사용 지식에 대한 쉬운 확보도 수업 적용에 도움이 

되었다.

둘째, 컴퓨터 지원 도구의 교육과 실습에 필수 기능만 채택

하여 짧은 시간 내에 필요한 기능을 적용할 수 있었다. 수업에 

사용된 도구들은 관련 개념이나 옵션 교육 등을 배제하고, 수

업과 팀 과제에 필요한 도구로써의 기능만 제한하여 적용하도

록 하였다. 이 접근 방법은 각 도구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와 추

후 재교육을 필요로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각 도구의 관

계를 제품개발 프로세스 관점에서 경험한다는 본 과정의 목적

은 이룰 수 있었다.

셋째, 수업 참가자 간의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제한된 시간 내의 교육, 실습 그리고 적용 부담을 극복

할 수 있었다. 동시에 일어나는 서로 다른 과제들을 관리하고 

지원도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생, 강사 그리고 조교 간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의사소통 통로가 필요하였다. 팀 

과제 전 과정에 걸쳐 소셜미디어와 PDM 소프트웨어의 교육 

전용 객체를 이용하여 작업 중간에도 참가자 간의 의사교환이 

가능하였다. 이와 같이 시간과 공간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온

라인 의사교환 통로를 통하여, 팀 과제 진행에서 발생하는 다

양한 문제에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수업이 진행할 수 있었다.

위의 분석과 경험을 통하여 추후 3D 프린팅을 활용한 제품

개발 공학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본 수업에 연계하여 제품설계에 필수적인 설계변경, 엔

지니어링 그리고 설계 품질에 대한 후속 연계 수업이 필요하

다. 본 수업은 방대한 제품개발 과정을 한 학기 안에 경험하는 

수준이므로 제품 설계에 꼭 필요한 위 3가지 요소를 다루지 못

하였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시제품을 제작을 위해 충분한 출력이 가능한 3D 프린

팅 환경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3D 프린팅은 많은 시간이 소

요되므로, 본 수업에서 실습 출력을 포함한 17개 팀의 제품을 

출력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

부 3D 프린팅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전체 3D 프린팅을 종합적

으로 관리하는 설비가 필요하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시제품 개발 과정에 3D 프린팅을 적용하여 실제 

물리적 제품을 제작하는 PDM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개발 공학

교육 과정을 제안하였다. 이 과정은 PDM 소프트웨어를 이용

하여 컴퓨터 지원 도구들이 생성하는 디지털 제품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제품개발 프로세스 기반으로 운용하는 경험을 

얻게 하였다. 또한 팀을 구성하여 제품개발 프로젝트 기반 수

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

결하여, 이 과정에서 협동 제품개발 경험을 얻도록 하였다.

본 과정은 한 학기 동안 두개 반의 제품설계 입문 수업에 적

용되었다. 과정 적용 결과 제한된 시간 안에 3D 프린팅을 활용

한 시제품 개발을 포함한 PDM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개발 공

학 교육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수업 경험을 통하여 과정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사교환 통로의 활

용과 3D 프린터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하

였다.

추후 연구로서 현재 진행 중인 제품개발 과정을 온라인으로 

평가하고 관찰할 수 있는 기능을 고려하고 있다. 이 기능은 학

생들의 실습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과제의 이상 상황을 온라인으

로 파악하고, 강사가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2016R1A2B400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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