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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최근 쥬얼리 자동화 공정에 대한 관심과 기술 개발 사

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조혁신을 통한 생산 효율성 증

가와 산업 도약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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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쥬얼리 산업의 제조 혁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anufacturing Innovation in the Jewelry Industry through 
Automated Systems

천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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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쥬얼리 CAD, CAM 등의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의 쥬얼리 제조 산업은 핸드메이드, 즉 손으로 직접 만드는 방식의
원본 제작이 많았다. 그러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이후 고급기술을 가진 원본 세공기사들은 사라지고 컴퓨터디자이너와 3D프린

팅 출력 기사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추세이다.

기존의 헨드 메이드 방식의 생산라인에서 CAD, CAM 등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은 디자인의 다양화, 쥬얼리 제조의 첨단화, 전문

화를 이루었다.

국내 쥬얼리 산업에서 제작 공정 시 CAD, CAM등의 자동화 시스템의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대학의 쥬얼리디자

인 교육과정에서도 점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앞으로 쥬얼리 제조 산업에서의 CAD/CAM

자동화 시스템분야는 꼭 필요한 중요한 분야가 되고 있다.

주요어 : CAD, CAM, 쥬얼리, 자동화 시스템, 제조, 전문화, 첨단화

Abstract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automated systems such as jewelry CAD and CAM, the jewelry 
manufacturing industry had many originals made by hand. However,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automated 
system, original craftsmen with high technology have disappeared, and computer designers and 3D printing print 
engineers are taking their place.
  The introduction of automated systems such as CAD and CAM in the existing hand-made production line has resulted in 
diversification of designs and cutting-edge and specialization of jewelry manufacturing.
  In the domestic jewelry industry, the dependence of automation systems such as CAD and CAM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continues to increase, and the situation is taking up more and more parts in the jewelry design curriculum of universities. From 
these results, the CAD/CAM automation system field in the jewelry manufacturing industry becomes an essential and important 
field in the future.

Key words :  CAD, CAM, Jewelry, Automation System, Manufacturing, Specialization, Cutting-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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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얼리의 발전은 시대의 흐름에 의해 변천하였고, 그

시대의 혁신적인 사건이 되었다. 청동기, 철기, 르네상

스, 산업혁명 등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해왔다. 최근

쥬얼리의 혁명은 4차 산업혁명의 3D프린터의 도입으로

CAD/CAM이 일반산업에서 쥬얼리 산업으로 접목 되면

서부터라 하겠다.

3D프린트 및 CAD/CAM의 도입은 불경기 속 쥬얼리

산업의 희망이 되었다. 하지만 핸드메이드 시장은 점점

더 축소되어 지고 왁스조각의 한계와 쇠퇴가 생겼으며

모방위주의 경쟁이 심화되어 지고 있다.

오늘날 컴퓨터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되었으

며, 계속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개발됨으로써

사람이 만들 수없는것도 만들 수 있게 됨은물론, 정교

함과 빠른 속도를 최대 장점으로 하여, 단시간에 쉽게

배울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쥬얼리 산업에 보급된 3D프린터,

CAD, CAM 등, 자동화 시스템으로 제품을 제작하는 현

황과 분석을 통해 쥬얼리제조산업의 자동화 시스템 흐

름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발전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데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과 또는

3D프린팅, CAD, CAM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3D프린터, CAD/CAM등 자동화 시스템은 국내 쥬얼리

제조 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가져 왔으며, 자동화 시스템

을 활용하는 쥬얼리 제조업체들은 업체의 특성에 맞게

활용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꾸준한 투자로 쥬얼리

제조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연구범위는

1) 3D프린터, CAD/CAM등 자동화 시스템의 구성과

원리

2) 3D프린터, CAD/CAM등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 따

른 쥬얼리제품 제작 공정의 변천사

3) 3D프린터, CAD/CAM등 자동화 시스템으로 제조

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연구 제시

Ⅲ. 연구결과

1. 쥬얼리 산업의 제작 공정

1) 디자인

- 핸드드로잉

디자이너란 일반적으로 계획자, 고안자, 발안자를 의미

한다.

그림 1과 같이 핸드드로잉 디자인은 연필이나 채색 도

구를 이용하여 손으로 직접 용지에 디자인하는 것을 말

한다.

그림 1. 핸드드로잉 디자인

Figure 1. Hand drawing design

- 컴퓨터디자인

그림 2는 디자인,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2. 컴퓨터 디자인(CAD)

Figure 2. Computer design(CAD)

2) 제조

- 귀금속 세공

세공작업은 예전에 전통적으로 귀금속 가공에 가장 많

이 사용되어지는 방법 이였다. 귀금속 세공작업은 고도

의 기술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왁스나 쥬얼리

캐드 디자인에 의한 모델 메이커(RP)를 사용하는 경우

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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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과 같이 세공 공정의 세부적인 과정은 용해, 단

조, 난집, 지환, 장식, 결합, 조각, 알 물림, 완성에 이르는

작업 단계를 거친다[1].

그림 3. 귀금속 세공 작업 모습

Figure 3. Precious metalwork work

- 정밀주조(왁스모델링)

그림 4와 같이 정밀주조의 기본공정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① 디자인한 모형을 왁스로 원형 제작한다.

② 왁스를 매몰재로 매몰시켜 굳을 때가지 건조시킨다.

③ 플라스크를 소성로에 넣어 가열하면 왁스가 녹아서

밖으로 흘러 나와 플라스크의 속은 처음의 왁스 모형대

로 빈 공간이 생긴다.

④ 플라스크에 금속을 녹여서 주입시킨다.

⑤ 금속이 식어 굳어지면, 굳은 매몰재를 제거하고 주

조된 쥬얼리를 꺼낸다.

⑥ 쥬얼리의 표면에 관택을 낸다.

그림 4. 정밀주조(왁스모델링) 작업 모습

Figure 4. Precision casting (wax modeling) work

- 3D프린팅(자동화 시스템)

3D프린팅(Rapid Prototype) 장비란 캐드(CAD) 프로

그램이나 3D 스캔 장비를 통한 데이터를 제 작업물로

제작 할 수 있는 고속 원형 제작 시스템으로 작업 방법

은 레이저를 이용한 광조형 방식(SLA)과 잉크젯 플로

팅방식 등이 국내 쥬얼리 원형 제작에 주로 사용되어 지

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서술하겠다.

3)마케팅

- 마케팅(오프라인, 온라인)

마케팅의 개념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정의할 수

있는데, 단순히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판매를 좁은 의미

라 한다면, 기업의 전체적인 판매 노력과 활동을 넓은

의미의 마케팅이라 한다.

마케팅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정 이윤을 실천하고 소

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

을 수행하는 것이다.

마케팅의 방식으로 오프라인, 즉 백화점, 로드샵, 할인

점 등의 매장의 판매 방식과 인터넷, 홈쇼핑, SNS, 홈페

이지 등의 온라인 판매 방식으로 나뉜다. 현재는 오프라

인 방식보다는 온라인 판매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다.

2. 쥬얼리디자인 제조 공정의 변천사

1) 1990년대 이전의 쥬얼리 산업의 제조 공정

-디자인(핸드드로잉)▻제조공정(귀금속 세공, 정밀주

조)▻주물▻후처리(표면처리, 보석세팅 등)▻마케팅(오

프라인-로드샵, 백화점 등)

그림 5. 과거 쥬얼리 산업의 제조 공정

Figure 5.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the past Jewelry

Industry

2) 1990~2010년대의 쥬얼리 산업의 제조 공정(자동화 시

스템 부분 도입)

-디자인(핸드드로잉, 컴퓨터디자인-CAD)▻제조공정
(귀금속 세공, 정밀주조, CAM, 3D프린팅)▻주물▻후처
리(표면처리, 보석세팅 등)▻마케팅(오프라인, 온라인

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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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수작업과 자동화의 혼영 제조 공정

Figure 6. Mixed production process of manual and automation

3) 2010년 이후 쥬얼리 산업의 제조 공정(자동화 시스템

본격 도입)

-디자인(컴퓨터디자인-CAD)▻제조공정(3D프린팅)▻
주물▻후처리(표면처리, 보석세팅 등)▻마케팅(온라인-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SNS 등)

그림 7. 최근 쥬얼리 산업의 자동화 제조 공정

Figure 7. Recent automated manufacturing processes

3. 쥬얼리 산업의 자동화 시스템

1) CAD/CAM의 정의

CAD/CAM이란 컴퓨터 디자인(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 제작(Computer Aided Manufacturing)

이라고 할 수 있다.

CAD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많은 작업량을 빠르게 처

리할 수 있다는 장점과 완성한 후에도 기계가 생산하기

전 도면 상태에서는 미리 여러 번 수정 보완 할 수 있으

며, 복사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CAM의 경우에도 디자

인된 제품을 제조할때 기존에사람의 손으로 부품을 깎

거나 다듬던 것을 컴퓨터가 지정하는 수치대로 기계가

움직여 어려운 곡면을 쉽게 처리하므로 정확성이 높다

는 특징이 있다.

CAD에 의해서 설계 또는 디자인된 제품은 CAM을 이

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CAM은 제조과정에서 생

산준비, 생산과정, 생상관리에 적용되고 CAD와 CAM

은 서로 독립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두 시스템을 한 형

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CAD는 기계 설계, 주거 설계, 제품 디자인, 의복 디지

인, 장신구 디자인 등 설계와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모

든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2) 쥬얼리CAD 프로그램

- 쥬얼리CAD: 디자인(컴퓨터디자인, 쥬얼리CAD), 설

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 및 스캔데이터로 역설계

한다.

(1) Rhino 3D

Rhino3D(Rhinoceros-코뿔소)란 미국의 Robert

McNeel & Associates에서 개발한Windows 기반의 3D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NURBS(non uniform rational

B-spline: 비균일 유리 B스플라인)라는 수학적으로 가

장 진보된 모델링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

면 2D의 선, 원, 호, 기본도형에서 복잡한 3D 자유형식

의 유기적 서페이스(Surface)와 솔리드(Solid)에 이르기

까지 어떠한 형태(선박, 자동차, 의료기구, 신발, 주얼리

등)도 정확하게 모델링 할 수 있는 강력하며 유연한 프

로그램으로 산업디자인 분야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 가

고 있다.

초기에는 라이노3D가 제품디자인과 소수의 기구 및

금형 설계분야에서 많은 활용도가 있었고, 각종 홈페이

지를 통한 정보 제시와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그 진가가

알려지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라이노3D가 이제 주얼리 디자인 분야에 새로운 강자

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라이노3D 라는 프로그램이 가

지는 프로그램 자체의 사용성의 편리함도 있지만, 종전

의 주얼리CAD 프로그램(J-CAD/Jewelry CAD)들이 가

지고 있던 표현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또한 라이노3D에 탑재된 전용 렌더

링 플러그 인(Plug-in), 플라밍고(Flamigo)등을 통하여

실사와 같은 고품질의렌더링 이미지를 구현 할 수 있으

며, 별도의 라이노3D 전용 주얼리 디자인 테크잼

(TechGems)을 통해 방대한 보석 라이브러리 선택과 세

팅, 그 밖의 중량 계산과 편리한 기능들로 보다 생산적

인 주얼리 디자인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라이노3D를 통해 만들어진 장신구들은 STL 파일형식

으로 변환 RP(Rapid prototyping-쾌속원형제작기술)라

는 혁신적인 기술과 장비를 이용하여 24시간 이내에 제

작할 수 있다는 매력과 생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모든 RP장비와 호환 된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다.

(2) JewelCAD

주얼캐드는 주얼리 디자이너가 쉽고 편리하게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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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용 CAD 프로그램으로서, 프로

그래밍 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RP장비를 사용

하여 정확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1900년 처음으로 홍콩의 주얼리 캐드캠사(Jewellery

CAD CAM Ltd.)에서 출시되어 워크스테이션 전용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JewelCAD는 공학적 기본지식과 기하학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의 기계용 CAD Software나 유사 CAD

Software와 마찬가지로 자유 곡면 표현을 제한 없이 쉽

게 표현할 수 있는 귀금속 디자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디자인 된 형상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제품화가 가능한

디지털 모델로서 방대한 디자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가능하다.

(3) JCAD3/PRO

JCAD3/PRO는 귀금속 디자인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치 개념을 도입하여 복잡한 디자인을 쉽게, 그

리고 곡선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JCAD3/PRO는 기하학적인 디자인 및 원활한 편집기

능으로 2000년 초 널리 알려졌으며, 디자이너가 자신들

의 아이디어를 쉽게 시각화해 디자인의 형태를 정확히

구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JCAD3/PRO는 귀금속 분야의 특수성을 살려서 3차원

곡선을 이용하여 정밀하고 다양한 형태를 자유롭게 표

현하며, 미리 제품의 상태를 3차원으로 시물레이션하면

서도 그 결과물을 신속히 원형제작을 할 수 있다.

이 캐드는 RP장비와 디자이너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사양을 탑재한 주얼리디자인 전용 3차원 소프트

웨어로 광학 모델링 캐드시스템(Liquid-Based RP의 일

종) 장비개발 업체로 알려진 일본의 Meiko사와

YITC(Yamanashiden Industrial Technical Center)에서

개발한 것이다. 일본의 주얼리디자인 관련 학원과 업체

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2].

(4) 3D studio Max, AutoCAD 등(일반 캐드프로그램

의 활용)

Rhinoceros 3D 프로그램과 같이 3D Studio Max는 넙

스(NURBS: Non-Uniform Rational B-Spline)를 모델

링 방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랜더링, 애니메이

션, 순수예술, 캐릭터디자인 등 그래픽 미치 이미지 활

용도를 필요로 하는 응용분야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전

문 모델링 프로그램과는 차이가 있다. JewelCAD에서

제작한 형태를 저장 후 변환시켜 3D Studio Max에서

랜더링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utoCAD는 1982년 미국의 오토데스크사(AutoDesk)

에서 개발한 CAD프로그램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

종 설계기획 및 도면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건축, 토목, 기계, 전자 분야에서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기계 가공용 파일을 작성하여 데이터의 일부로 사용하

며, 주얼리디자인의 경우 모델링을 위한 프로그램의 활

용보다는 제작을 위한 도면을 작성하는 수준에서 활용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모델링에 필요한 데이터를 변환

하여 RP장비나 CNC에서 읽을 수 있는 변환파일을 형

성할 수 있으면 사실상 주얼리디자인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ArtCAM Pro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포맷으로는

저장을 위한 자체 포맷과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 데

이터로서의 벡터(Vector)와 비트맵(Bitmap) 그리고 3차

원 모델 데이터 모두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림파일의

Bitmap과 CAD의 Vector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사용하

여 쉽고 빠른 3차원 모델을 생성할 수 있으며, 만들어진

3차원 모델을 3차원 클립아트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기

존 3차원 데이터의 수정, 변형, 조합만으로도 새로운 디

자인 구성을 할 수 있으며 작업을 수행할수록 3차원 클

립아트 라이브러리는 무한대로 늘어난다. 

3) 쥬얼리CAM의 종류

- 3D프린팅: STL(단색)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형을 출

력한다[3].

(1) 광조형장비-SLA(Stereo Lithography Apparatus)

이것은 탱크내(vat)에 광경화성수지(Photopolymer)를

채우고 광에너지(Laser, Scanner system)를 이용하여

수지의 표면을 원하는 두께만큼 경화시키는 방식이다.

한 층의 조형이 끝나면 Movable Table을 조형하고자

하는 두께만큼 내리고 Knife edge를 이용하여 평탄화

(Leveling) 작업을 실시하며 이러한 공정을 반복하여 최

종 결과물을 얻는다.

광조형장비 중 독일의 Envisiontec사의 Perfactory가

대표적이며, Perfactory는 Laser와는 다른 광에너지를

쓰며 작업물도 다른 장비와 반대로 거꾸로 매달려 만들

어지는 특징이 있다.

그림 8과 그림 9와 같이 광조형장비는 잉크젯 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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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결과물이 수지재질이라 강

도가 있어 어느 정도의 표면 후가공도 가능한 장점이 있

다. 그러나 형태를 조형하는 서포트를 생성해서 지지를

해줘야 하는데 형태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경우 추후에

서포트를 제거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조형 재료의 특성상 주조에 있어서, 기존 주조 방

식과 달리 RP장비 업체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되어야만

주조가 용이하다.

그림 8. 광조형장비의 구조도

Figure 8. Structure of equipment

그림 9. 독일의 Envisiontec사의 Perfactory(RP 기계)

Figure 9. German Envisiontec's Perfactory (RP machine)

(2) 잉크젯 방식장비(Inkjet Printing Method)

잉크젯 방식의 장비는 그림 10과 그림 11과 같이 잉크

젯의 노즐로부터 가열, 용융된 왁스 액체 방울을 연속으

로 떨어뜨려 퇴적 고화시키는 방식으로 점상의 입자를

연결시킴으로서 형상물을 제작 할 수 있다. 이를 면 위

로 주사하여 얇은 층을 만들어 적층하는 방법이다.

잉크젯 방식의 장비는 광조형장비의 비해 속도가 많이

느리고 왁스 재질로 만들어진 결과물은 충격에 약해 쉽

게 부러지는 단점이 있다.

그림 10. 잉크젯 방식 장비의 구조도

Figure 10. Structure diagram of inkjet type equipment

그림 11. 잉크젯 방식 장비 사진

Figure 11. Photo of inkjet equipment

(3) CNC 장비

컴퓨터에 의한 수치제어를 말한다. 마이크로컴퓨터를

내장한 수치제어 장치(NC). 유명한 것이 NC 공작기계

이다.

그림 12. NC 공작 기계

Figure 12. NC machine tool

4.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쥬얼리 산업의 제조

혁신

- 그림 13과 그림 14는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한 주얼리

제작과정이다[4].

1) CAD 데이터 작업: 모든 3D CAD 호환

2) RP 출력: 정밀한 표현 가능

3) 주물 작업: 완벽한 캐스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4, pp.123-130, November 30,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129 -

4) 완성 제품: 정확한 보석 세팅 가능

그림 13. 자동화 시스템으로 제작하는 쥬얼리제품 공정

Figure 13. Jewelry product process produced by automated

system

그림 14. RP로 출력한 수지 제품(우)과 완성 작품(좌)

Figure 14. Resin products printed by RP (right) and finished

works (left)

Ⅳ. 결 론
쥬얼리 산업에서의 3D프린터, CAD/CAM등 자동화 시

스템의 발전은 무궁무진 할 것이다. 자동화 시스템의 지

속적인 업그레이드와 3D프린터(RP,CNC)의 발달은 쥬

얼리 산업을 신속화, 첨단화, 기계화, 정밀화 할 것이다.

그러나 쥬얼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라져가는 고

급핸드메이드 분야를 보호하고 공존하여 보다 고금화된

브랜드를 개발하고, 모방 위주의 디자인에서 벗어나 독

창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을 개발하여야 하겠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3D프린터, CAD/CAM등

자동화 시스템의 독보적인 발전이 아닌 쥬얼리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하겠다.

쥬얼리 CAD, CAM 등의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기 이

전의 쥬얼리 제조 산업은 핸드메이드, 즉 손으로 직접

만드는 방식의 원본 제작이 많았다. 그러나 자동화 시스

템의 도입이후 고금기술을 가진 원본 세공기사들은 사

라지고 컴퓨터디자이너와 3D프린팅 출력 기사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추세이다.

또한 쥬얼리 제조 산업이 제조 공정 또한 컴퓨터와 자

동화 기계의 도입으로 전문화, 자동화, 첨단화 되어 가

고 있다. 기존의 쥬얼리 산업 제조공정에서는 완성제품

을 만들기 위해 원본 제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

유행의 흐름에 맞추어 나가기 힘들었다. 그러나 최근 쥬

얼리 제조 산업 방식은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으로 여러

공정이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으나 시간은 단축되었으며

여러 디자인을 바른 시간 안에 볼 수 있어 그만큼 만족

도가 높은 편이다.

쥬얼리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은 쥬얼리 제조 공정 및

산업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헨드 메이드 방식의 생산라인에서 CAD, CAM

등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은 디자인의 다양화 쥬얼리 제

조의 첨단화, 전문화를 이루었다.

오늘날에 쥬얼리 제조업은 세계경제적공황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금값으로 쥬

얼리를 공부하고 전공하는 관련 교육기관의 학생 모집

에 어려움과 졸업 후 취업하고자 할때의어려움이 생겨

나고 업체들은 금값이 상승으로 소비 심리의 위축과 업

체의 매출이 줄어들어 매년마다 폐업하는 업체들이 급

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쥬얼리제조 산업이 살아남는 방

법으로 쥬얼리 재료의 다양화, 다변화와 저중량, 저품위

(8K, 10K) 제품개발, 다양한 디자인의 개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쥬얼리CAD, CAM의 역할이 중요하다

고 하겠다.

국내 쥬얼리 산업에서 제작 공정 시 CAD, CAM등의

자동화 시스템의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대학의 쥬얼리디자인 교육과정에서도 점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앞으로

쥬얼리 제조 산업에서의 CAD/CAM 자동화 시스템분야

는 꼭 필요한 중요한 분야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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