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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ood cutting utilizing CNC art in the field of furniture design industry, art, educa-

tion are diverse. However, there is lack of data in the case for wood cutting, such as cutting 

conditions and wood cutting. So this article is to establish furniture design processing using 

CNC. The researchers investigated the processed products using CNC, the data of the web site 

and CNC relevant articles, then organized its impact on the furniture industry today. History 

and definition of CNC have studied for a discussion of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en, the researchers analyzed the cases to investigate the wood cutting conditions, was applied 

to the fabrication of furniture domestic and foreign. CNC organized systematically design in-

formation through the computer So, it allowed to reduce the repetitive behavior that has to 

work hand in the furniture manufacture existing. CNC has made   it possible to design a fine 

complex in furniture design industry. So it became possible to make a new representation and 

production of various forms. Material about CNC are mostly for milling machine and shelves 

for metal processing. So, the researchers investigated and precautions general content of wood 

cutting. The enhanced understanding to investigate an example that is applied outside the coun-

try, is used to analyze the expression various techniques CNC. It is difficult to obtain accurate 

data processing, it has various characteristics in the same timber, Future research is about ana-

lyzing type applications and CNC machining range at the time of processing the various wood.

Keywords: furniture design, wood cutting, expression technique, 3D design modeling, CNC 3D modeling, 

CNC machine

1. 서  론
1)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컴퓨터 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성능의 향상과 가격의 대중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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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과학, 예술, 디자인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디자인 분야에서 컴퓨터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

며, 컴퓨터가 내장된 CNC는 가구디자인산업과 교

육 분야 등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CNC는 컴퓨

터에 의한 자동제어장치로 설계에서 가공까지 단

순조작으로 완성품을 얻을 수 있다. 가구디자인산

업에 있어 CNC의 활용은 기능적, 기술적 제약에

서 벗어나 다양한 발상의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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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figuration of CNC production system.

또한 생산성의 향상, 작업시간의 단축, 공정의 단

순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산업체 및 디자

인관련 학과에서는 필수적인 장비이다. 또한 CNC

는 디자인하는 최소의 과정을 만들어 가상공간을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고, 생성된 이미지는 첨단 장

비를 통하여 구현할 수 있어 완성된 모습을 짧은 

시간에 예상할 수 있다. 소규모의 가구제조 현장에

서도 복잡한 형태나 패턴을 가공하기 위해 다용도

로 활용하고 있으며, 가구디자인산업 및 예술, 교

육 분야의 제작 과정에서 CNC를 통한 목재가공 

기법은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구디자

인산업 및 교육 분야에서 CNC를 이용한 절삭조건

과 적용범위 등 목재가공을 위한 이론적 자료가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가구디자

인 표현기법 중 CNC를 활용한 가공기법을 정립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CNC의 발전은 가구디자인산업에서 제품을 실

현화시키는 생산․제조 프로세스과정을 단순화하

고 신속, 정확한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디자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작업을 수치화함으로써 대

량생산은 물론 다품종 소량생산의 제품화도 가능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논문과 웹사이트 

자료를 분석하고, 디자인 관련 제품의 조사를 통해 

가구디자인 표현기법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첫

째, CNC의 정의와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고, 형태

의 구성과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다. 둘째, 

CNC의 자료를 비교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목

재 가공에 따른 조건을 살펴본다. 셋째, CNC의 

가공방법과 가공순서를 조사하고 국내․외 가구제

작에 적용된 사례를 알아본다. 

2. CNC의 이론적 배경

2.1. 정의

CNC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란 마

이크로프로세서를 중심으로 구성된 컴퓨터기반의 

제어장치로 소형 컴퓨터가 내장된 NC (Numerical 

Control)를 말한다. 1952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프로그래밍된 가공치수 데이터에 의해 각 축(Axis)

을 제어하여 가공 대상물의 절삭, 연마 등을 원하

는 형상으로 가공하는 NC공작기계를 개발하였다

(박 2007). 기억소자인 반도체와 관련 기술의 발달

로 컴퓨터의 기능이 진보되고 소형화되자 이를 

NC 장치에 내장하였으며, 이로 인해 프로그램의 

작성, 편집과 저장, 입․출력 제어, 연산 처리 등이 

간편해져 유연성이 증대하였다. 

2.2. 역사

NC의 효시는 1947년 미국의 파슨즈(John C. 

Parsons)가 헬리콥터 날개 제작 중 착안하게 되었

고, 1949년 MIT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1952

년 MIT의 서보기구연구소(Servo Mechanism 

Laboratory)에 의해 최초로 NC공작기계가 개발되

었다(하 2007). 국내에는 1973년 KIST의 자동제

어 연구팀의 연구를 시작으로 오늘날에 이르기까

지 우리나라의 우수한 IT기술의 접목으로 지능화

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Table. 1). 

  

2.3. 구성 및 응용 프로그램

CNC의 시스템 구성은 Fig. 1과 같이 7단계로 

분류되며 컴퓨터를 통한 입력정보는 기억연산과 

제어를 통해 CNC에 전달되어 가공되는 방식이다. 

CNC 발전과 병행되는 것이 CAD/CAM 프로그

램의 발전이다. CAD/CAM이란 제품의 설계와 

제조과정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기술을 일컫는 용

어로 컴퓨터 그래픽스 기능을 이용한 하나의 소프트

웨어 시스템을 의미한다. 응용프로그램은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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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디자인 형상 그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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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형상 변형)

⇨

CNC DRIVE

(디자인 형상 가공)

CAD

Illustrator

Rhino

Corel Draw

Sketchup Pro

기타

ArtCAM

MasterCam

PowerMill

PowerSHAPE

MasterCAM

기타

Mach

Turbotek

Fanuc

Nc-Studio

기타

Table 2. CNC operating program

구분 미  국 일  본 한  국

NC 기초 

연구시작

1947:John C. Parsons 헬리콥터의 

날개 제작 중에 착상

1948:미공군이 Parsons Co.와 NC의 

가능성 조사 연구를 계약

1949:Parsons Co.와 MIT에서 연구

1955:동경 공업 대학에서 NC 공

작기계 연구 개시

1973:KIST의 자동제어 연구팀에

서 연구시작

1974:CNC 선반도입

시제품 

생산

1952:MIT에서 최초의 NC 공작기계

를 공개운전

1958:부사사 NC터릿 펀치 press 

개발

1958:목야 제작소와 부사통가 NC 

밀링머신 시제품 개발

1976:KIST내의 정밀기계 기술센

터에서 NC선반 개발(국산 1호기)

공업화
1955:최초의 자동 프로그램 시스템 

발표

1959:일립정밀에서 NC 밀링머신 

생산

1977:화천기공사에서 WNCL-300

을 한국 공작기계전에 출품

상품화

1959:Pratt & Whithey Co.에서 NC 

드릴링 발표.

1960:미국 공작기계전(Chicago Show)

에서 NC 기계출품(5% 약 100대)

1960:동경 국제 공작기계에서 NC

보링머신을 비롯한 각종 NC 기계 

출품

1978:NC 선반 외 2종 27대 수출

1979:NC 선반 외 1종 32대 수출

적용 

응용 

제어

1958:Kearney & Trecker Co. 머시

닝 센터 개발 공개(밀워키 matic)

1961:일립제작소 머시닝 센터 1호 

개발

1964:일립 ATC 부머시닝 센터 제

작

1981:통일산업 국산머시닝 센터 한

국 기계전에 출품

군제어

관리

1965:IBM 전국에서 NC 공작기계 

5000대 가동․IC의 대량적 사용

1965:Sunderstand Corp. Computer 

Control “Omnicontrol 발표.”

1968:이께가이, 후지쓰와 협력하여 

군관리 시스템 개발․국제전람회

에 마끼노, 히다찌, 미쓰비시 등 

ATC 부머시닝 센터 출품

1981:KAIST와 미국의 MIT, 일본

의 일본공업 기술원과 FMS를 위

한 자동소프트웨어 공동연구계획

에 대하여 발표

Table 1. Development process of NC machine

와 같이 디자인을 컴퓨터로 입력하기 위한 드로잉 

프로그램과 입체적인 형상으로 변환하기 위한 3D 

프로그램 그리고 가공을 위한 CNC드라이브 프로

그램이 있다. 과거에는 CAM을 위한 CAD프로그

램이 제품디자인, 산업디자인 영역에서 주로 사용

되었지만, 현재 다양한 3D렌더링 소프트웨어 프로

그램의 개발로 가구디자인, 실내디자인, 금속디자

인, 도자디자인, 소품디자인 등의 영역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서로 호환이 이루어져 사용자의 

편의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2009). Table. 

3은 가구 및 목재샘플 가공시 주로 운용되는 

CAD/CAM프로그램으로 2차원적인 데이터 입력

에서 가상의 완성된 입체 형상까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CAD/ 

CAM 프로그램의 종류와 이를 적용한 주요 업무

와 분야에 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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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특징 적용 업무 적용 분야

Auto CAD   CAD 2D, 3D Drawing 가구, 인테리어, 건축 분야 등

ARTCAM
CAD

CAM
2D, 3D Drawing 가구, 인테리어, 금형, 조각 등

CATIA
CAD

CAM
상품기획에서 생산까지를 일괄처리 기계, 자동차, 가전, 금형 등

MasterCAM
CAD

CAM
2D, 3D 모델링 및 고속 가공, 검증 기계, 자동차, 가전, 금형 등

PowerMill CAM 3D 금형제작가공 가전, 자동차, 항공, 덴탈 등

PowerSHAPE
CAD

CAM
제품설계, 개발, 금형제작 기계, 자동차, 가전, 금형 등

Table 3. CAD/CAM software status of design related industries

CNC공작기계

절삭가공 연삭가공 방전가공 기타

CNC선반

CNC밀링

CNC드릴링 머신

CNC보링 머신

CNC호빙 머신

머시닝센터

CNC평면 연삭기

CNC 프로파일 연삭기

CNC원통 연삭기

CNC공구 연삭기

CNC캠 연삭기

CNC 형조각 방전 가공기

CNC 와이어 컷 방전 

가공기

CNC레이저 가공기

CNC초음파 가공기

CNC펀치 프레스

CNC3차원 측정기

목재 가공기

CNC라우터

CNC조각기

Table 4. Classification of CNC

- CAD(Computer Aided Design): 제품의 설계

과정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술.

- CAM(Computer Aided Manufacturing): 제

품의 생산과정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술.

3. CNC의 활용

3.1. 종류 및 분류

CNC는 가공 방법에 따라 Table. 4와 같이 절

삭가공, 연삭가공, 방전가공, 기타 가공 분류되며, 

기계적 구성은 다르지만 각각의 목적에 맞추어 축

(axis)을 따라 이동하면서 깎고 자르는 기본적인 

동작원리는 동일하다(황 2010). 

절삭가공은 CNC선반, CNC밀링머신, CNC드

릴링 머신 등으로 나뉘며, 가구 제조현장에서는 큰 

판재(Board)를 재단 및 가공할 때 목재가공기인 

CNC라우터(Router)와 CNC조각기를 사용한다. 

CNC는 목재, 아크릴, 알루미늄, 금속 등 기계의 

가공범위 및 사양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가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입체적인 형상을 가공하기 위해

서는 조각기, 라우터, 목형가공기의 경우 4축

(Index)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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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점 단  점

∙곡목기법을 일부 대체하여 시간을 단축하고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생산시간을 줄여 생산능률 증대를 꾀할 수 있다.

∙제품의 난이성에 비례하여 가공능률을 증대시키고 제품

의 균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완전한 유연성(Flexibility)을 가지고 있다.

∙주축속도와 이송속도의 전 구간에 대하여 정밀도를 관리

할 수 있다.

∙자동 프로그램에 의해 작업자의 피로감소를 꾀할 수 있다. 

∙장비에 대한 초기 투자비와 유지보수비가 많이 든다. 

∙각 부품생산에 대한 지그(Jig)제작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

요하다.

∙고수준은 파트프로그래머가 필요하다.

∙디자인 모형의 범위가 가공 선반 크기보다 작아야 한다.

∙프로그래밍 등 작업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

∙수동형 제작 방법에 비해 가공비가 비싸다.

Table 5. Pros and cons of CNC

교육기관 적용학과 산업체 적용분야

∙가구디자인/목조형학과 ∙주얼리디자인/금속학과

∙도자기학과 ∙ IT학과

∙자동차공학/기계학과 ∙메카트로닉스학과

∙조선/항공학과 ∙전자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목재가공 ∙가구도어 및 장식가공

∙시제품 및 금형가공 ∙반도체 관련부품가공

∙명판 및 문자가공 ∙아크릴가공

∙수지가공 ∙경금속 부품가공

∙캐릭터가공 ∙각종 모형제작

Table 6. CNC field of application

3.2. 장 ․단점

CNC의 가공방식은 컴퓨터의 도면이나 3D 데

이터에 의한 명령으로 가공정밀도가 높으며, 24시

간 운영이 가능하여 가공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단시간에 복잡한 유선형의 형태

를 대량으로 가공하여 목재의 곡목기법을 일부 대

체함으로서 시간의 효율성을 늘리고 비용을 절감

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가공 모형의 범위가 선반 크

기보다 작아야 한다는 크기의 제한이 있고, 운용프

로그래밍의 명령어 입력 및 변형 등 작업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며 가공 명령과 수치제어를 위한 소

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다

(윤 2011) (Table. 5).

3.3. 필요성 및 적용 분야

가구디자인산업에서는 시장 변화에 유연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자동화된 CNC설비를 공정에 도입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건비의 절감과 기타 복잡

한 설비, 시설 그리고 공간 확보에 대한 문제를 간

소화할 수 있다. 또한 설계 도면의 디지털화, 데이

터화, 고능률화로 디자인개발에서 생산까지의 시

간 단축이 가능하다. 

Table. 6의 표와 같이 산업현장과 학교에서 CNC

는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CNC는 가구디자

인, 도자디자인, 금속디자인뿐만 아니라 제품디자

인, 산업디자인 등에 활용되고 있어 졸업 후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정을 선 경험함으로서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2009). CNC는 운

용프로그램에 따라 Table. 7과 같이 2D, 2.5D, 

3D로 구분할 수 있다. 2D는 평면 가공방식으로 

가구제작의 목취와 가공 공정에서 문짝의 정재단

과 장식문양의 가공을 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2.5D

는 반입체의 형상을 가공할 수 있어 조각분야에 활

용된다. 3D는 오늘날 디자인 산업에 중요 가공기

술로 활용되고 있으나, 공작기계의 비용과 가공범

위의 제한이 있어 소품가공에 주로 운용되고 있다. 

4. CNC의 가구디자인 적용 사례

4.1. 목재의 절삭 조건

목재의 강도는 금속보다 약하여 별도의 목재가

공용 날이 없다. 그래서 가구디자인산업 및 관련학

과에서는 금속가공용 엔드밀(End mill)을 사용하

고 있다. 엔드밀은 그 구조나 용도, 날의 모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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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이미지 가공 내용

2D
 

가구디자인산업 현장에서 문짝의 정재단과 수평․수직 등의 홈가공, 장식, 숫자, 

문자를 투각하거나 오려내는 작업을 할 때 사용한다. 

2.5D
 

현재 CNC를 이용한 3축(3axis) 목제 가공물은 2.5D(X, Y, Z)를 이용하여 2개의 

부조 형상을 앞, 뒤로 붙여 원하는 입체로 만드는 가공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2.5D는 절삭시 높이조절이 가능하여 부조 형상으로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D
 

CNC로 3D 입체물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X, Y, Z축 + A(인덱스) 4축(4axis)

이 있어야 한다. 인덱스는 목선반과 같이 가공물의 윗면과 아랫면의 중심을 잡고 

360° 순회전과 역회전을 함으로서 입체형상 가공이 가능하다.     

Table 7. Case studies of wood cutting

재료명 특징 절삭내용

느티나무 고강도의 목재이나 엇결이 있어 뜯김 현상이 있음. 
4~12 mm : 3Φ 엔드밀

15~30 mm : 6Φ 엔드밀

흑단, 가링 고강도의 목재로 가공단면이 비교적 매끄러움.
4~12 mm : 3Φ 엔드밀

15~30 mm : 6Φ 엔드밀

파덕, 월넛 조직이 질기고 단단하지 못하여 가공시 뜯김 현상이 자주 일어남.
4~12 mm : 3Φ 엔드밀

15~30 mm : 6Φ 엔드밀

자작합판 휨이 적고 가공단면이 매끄러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
4~12 mm : 3Φ 엔드밀

15~30 mm : 6Φ 엔드밀

MDF 가공단면은 깨끗하지만 이물질 등으로 인해 엔드밀의 수명이 짧아짐.
4~12 mm : 3Φ 엔드밀

15~30 mm : 6Φ 엔드밀

집성목 목재의 나뭇결과 옹이로 인해 가공단면이 고르지 못하며 뜯김 현상이 있음.
4~12 mm : 3Φ 엔드밀

15~30 mm : 6Φ 엔드밀

* 절삭내용은 CNC의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Table 8. Cutting of wood

에 따라 분류되며 재종은 고속도강(high speed 

steel), 초경, 써멧, CBN, 다이아몬드 등이 있다. 

CNC의 절삭 조건이 높아지면서 목재가공 시 초경 

및 코팅의 재종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엔드밀의 

날수가 가공물의 마감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날수가 적은 것은 칩포켓이 크고 칩의 배출은 좋

으나 절삭 중에 가공물의 휨이 생길 수 있다. 반면 

날수가 많으면 공구의 단면적이 증가하여 가공물

의 단면이 깨끗하지만 칩 배출이 어렵다. 또한, 목

재는 나뭇결이 있어 시작점을 결방향의 반대로 가

공할 경우 뜯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양산가구

업체와 목공방 그리고 가구디자인 관련 학과에서 

주로 가공하는 목재 및 보드류의 가공특징은 

Table. 8과 같다. 무늬결이 좋은 느티나무는 내후, 

내구, 내수성은 양호하나 엇결이 있어 표면가공 시 

속도를 줄여야 마구리면이 뜯기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눈매가 곱고, 무늬가 좋은 흑단과 가링은 

비중이 크고 내구성이 높아 가공 단면이 다른 목

재에 비해 우수하다. 그러나 목재의 강도가 크기 

때문에 절삭단계를 높여 반복 가공해야 엔드밀이 

부러지거나 파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재질이 

연한 월넛과 파덕은 CNC가공 시 발생되는 열에 

의해 목재가 수축하여 휘어지며, 마구리면이 뜯기

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절삭속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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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o CAD Rhino 3d

⇨ ⇨

Power Mill 머시닝 센터

⇨ ⇨

황삭가공 중삭가공

⇨

정삭가공 완성

⇨
⇨

Auto CAD ARTCAM

⇨ ⇨

CNC Router 콜렛과 엔드밀 결합

⇨ ⇨

컨트롤러(USB삽입) 영점조정

⇨

진공펌프 작동 가공

Fig. 2. Machining Center processing order. Fig. 3. CNC router processing order.

자작합판은 환경친화적인 자재로 단면이 촘촘하고 

휨이 적어 건축 및 가구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

다. 그러나 자작합판은 재질이 연하고 섬유방향을 

서로 직교하도록 접착하여 CNC가공 후 접착면이 

노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연마가공을 해야 한다. 가

구의 천판, 문짝의 알판 등에 주로 쓰이는 MDF는 

가공단면이 깨끗하지만 열 경화 수지 접착제를 첨

가한 다양한 성질의 섬유판이기에 엔드밀이 쉽게 

타거나 파손이 되어 자주 교체를 해야 한다. 집성

목은 다양한 성질의 목재를 합성수지로 접착하여 

연결한 보드류로 조직이 무르고 내구성이 약해 마

구리면이 일어나거나 쪼개지기 쉽다. 일반적으로 

4~12 mm 두께의 목재는 3Φ 엔드밀로, 15~30 

mm는 6Φ 엔드밀로 가공하지만 목재의 재질과 강

도에 따라 가공속도를 조절해야 절삭단면이 타거

나 뜯기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자작합판과 소나무집성판을 주로 사용하는 소규

모의 목공방은 공간 부족과 기계 구입의 한계로 

외부에서 CNC로 선 가공 후 공방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디자인학과에서는 디자

인발상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CNC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CNC가공시 가공물의 움직임을 방

지하기 위해 외형 공간을 사방 10 mm씩 남겨 놓

는다. 즉, 4 × 8자(1,220 × 2,440)의 경우 가공물

이 1,200 × 2,420 안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가공

물의 사이간격은 엔드밀이 3Φ일 경우 10 mm 이

상, 6Φ일 경우 20 mm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이

유는 가공물의 크기가 작아 하부의 진공펌프가 잡

아주지 못해 파손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4.2. 가공 공정 분류

머시닝 센터(Machining Center)는 각 작업에 

맞게 필요한 공구를 자동으로 교환해 가면서 순차

적으로 여러 종류의 가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복합 공작기계로, 강성 재질의 금속가공에 사용되

며 스핀들 파워가 높고 진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바디(Body)가 주물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가공순

서는 Fig. 2와 같이 CAD도면을 3차원 모델링 프

로그램인 라이노(Rhino)에서 완성된 입체형상으로 

재배열하고,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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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ork of Jinwoo Kim.

Fig. 5. Work of Gunsoo Kim.  

Fig. 6. Work of Finn juhl.

프로그램 파워밀(Power Mill)에서 공구 조건과 황

삭, 중삭, 정삭 등 절삭 방법을 설정한다. 

황삭(rough machining)은 불필요한 영역을 제

거하는 거친 절삭가공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을 절

삭하기 때문에 절삭 속도를 늦춰야 하지만, 가공정

확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특징이 있다. 중삭

(semi finishing)은 황삭가공으로 거칠어진 면을 정

리하는 단계로 완제품의 원형에 가깝게 가공한다. 

정삭(finish cutting)은 가공물의 최종 표면 마무리 

단계로 정밀성이 요구된다. 연질인 목재의 경우 중

삭가공을 생략하고 디자인 형상에 가까운 정삭가

공으로 마무리 작업을 한다.

Fig. 3은 CNC라우터의 가공순서로 CAD도면

을 CAM프로그램인 아트캠(ARTCAM)을 이용하

여 디자인 형상을 변형시키고 공구 조건과 절삭 

방법을 설정한다. 가공을 위해 콜렛(Collet)에 엔드

밀을 고정시키고 공구를 이용하여 CNC에 삽입한

다. 가공내용이 담긴 USB를 컨트롤러에 삽입 후 

엔드밀과 가공면의 영점을 잡는다. 가공재료를 고

정시키고 나무에서 발생하는 칩과 먼지를 모아주

기 위해 진공펌프와 집진장치를 가동한 후 가공을 

시작한다. 

4.3. 국내 ․외 가구제작의 적용 사례

가구디자인을 형상화함에 있어 가공기법은 다양

하게 개발되었다. CNC를 활용한 가구제작기법 역

시 다양한 표현기법 중 하나로 일정한 두께의 형

태를 반복 가공하여 결합하는 방식으로 국내․외 

많은 가구디자이너가 활용하고 있다.

Fig. 4의 Red Oak로 제작된 책걸상을 보면 상

판과 측판에 일정하지 않은 형태의 투각이 있다. 

낙서에서 시작된 디자이너의 발상을 2D드로잉과 

3D렌더링을 이용하여 가상의 공간에서 이를 형상

화하고, CNC가공을 통해 복잡하고 비형상화된 반

복적인 작업을 절삭가공을 통해 정밀하게 표현하

였다. 

Fig. 5의 테이블은 디지털혁명의 네트워크시대

에 사이버공간 즉 가상공간을 통하여 인터페이스 

영역을 확정하고 새로운 조형적 특성을 지닌 가구

디자인을 제시하고 있다. CAD의 선(Line)을 이용

하여 유기적인 외형의 곡선을 2차원적인 평면에 

드로잉하고, 이 데이터를 3D-MAX 프로그램을 통

하여 입체형상을 재확인 후 CNC로 유닛(Unit) 가

공하여 접착하는 제작방식이다.

Fig. 6은 덴마크의 유명 디자이너인 핀율(Finn 

juhl)의 No. 45번 의자로 일본의 가구 OEM 공장

인 아사히-소푸(ASAHI-SOFU)에서 제품을 생산

하고 있다. 1960년 12월 NC라우터의 도입과 지속

적인 설비투자로 세계적인 유명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핀율은 인테리어 디자이너이자 가구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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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Work of Rich Tannen. Fig. 8. Work of Fraaiheid.

이너로써, 의자에 대한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여 

왔으며 그중에도 No. 45의자는 현대 의자디자인 

역사의 걸작으로 평가 받고 있다.

Fig. 7은 미국 로체스터공대 가구디자인전공의 

Rich Tannen 교수의 Blanket Chest이다. Rich 

Tannen는 CNC Router의 첨단 기기와 본인의 예

술적 감각을 접목하여 새로운 표면 가공 기술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는 유기적인 선의 반복적인 흐

름으로 다양한 미적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CNC

는 목재의 표면 가공을 위한 유용한 도구 뿐 아니

라 이처럼 창조적인 디자인을 가능하게 한다.    

Fig. 8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Fraai-

heid는 Daniel aw, Sjoerd schaapveld, Rikjan 

scholten 세 명의 건축가가 운영하는 회사다. ‘+테

이블’시리즈는 신속한 작업 환경을 요구하는 건축 

작업장에서 필요에 의해 개발된 디자인으로 다른 

재료나 도구 없이 3분만에 조립이 가능하다. 테이

블은 자작합판을 CNC로 가공한 넉다운 방식이며, 

조립부분을 위에서 보게 되면 십자의 형태로 각각

의 부재를 상하로 반씩 따내어 끼워 결합시키는 

형태이다. 이제품의 특징은 엔드밀의 ‘R’값으로 인

해 부재가 삽입이 되지 않을 것을 감안하여 안쪽

의 가공선은 엔드밀의 반지름 두께만큼 바깥쪽으

로 오버 가공을 했다.     

5. 결  론

현재 가구디자인시장은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하

고 시장이 세계화됨에 따라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사

이클이 짧은 자동화 방식이다. 이에 가구디자인산

업과 디자인 관련 학과에서는 자동화된 설비로 유

연성 있게 시장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70년대 

CNC공작기계의 생산 이후 선진기술의 제휴와 연

구진의 기술 개발로 가구디자인산업은 많은 발전

을 하였다. CNC의 사양이 높아짐에 따라 완성된 

가구의 질이 높아지고 디자인 창작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발상단계인 추상적 디자인을 

mock-up과 원형제작으로 원하는 형태의 실물을 

빨리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섬세한 공정과 복잡한 

구조도 가능하게 되었다. CNC는 이러한 디자인의 

복잡성, 다양성, 신속성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고 디

자인에 관계된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기존의 가구제조현장에서 수작업으

로 하던 반복적인 행위를 단축시켰다. 이렇게 가구

제작에 있어 CNC는 복잡하고 세밀한 디자인을 가

능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제작과 

새로운 표현기법 등이 개발되었다. 학교 교육에 있

어서 CNC는 디자인 시안 확인, 재료표면가공 등 

다양한 활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CNC는 가

구산업현장과 교육분야에서 가구디자인을 표현함

에 있어 하나의 기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

나 CNC에 대한 자료는 대부분 금속가공을 위한 

선반 및 밀링머신에 대한 내용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목재 가공에 있어 절삭 조건과 가공시 

주의 점에 대해 조사 분석하고, 국내․외 적용된 

작품 사례를 들어 CNC사용자에게 가구디자인 표

현기법을 다양하게 확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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