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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서비스와 개인생산 

• 3D 프린팅은 적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의 대표적 방법 
• 개인용 3D 프린터(Consumer 3D Printer)의 성장 
• 인터넷을 통해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3D 프린팅 서비스 활성화 

 
• 개인제조(Personal Manufacturing)는 개인이 적층가공, 레이저커

터 혹은 오픈 컴퓨터 보드를 이용하여 다품종 소량 제품을 설계, 생
산, 판매하는 새로운 제조 방식 
 

• 개인제조는 개인이 설계, 생산, 판매를 관리하고 다품종 소량생산 
특성으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설계 생산 자료관리 서비스 필요 

• 현재 개인제조는 독립적이고 흩어진 이메일, CAD/CAM 소프트웨어 
혹은 소셜미디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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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제조 지원 제품 자료관리 프레임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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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계 공정계획 생산계획 제조실행 

고객주문 

PDM 
Product Data 

Management 

CAPP 
Computer Aided 

Process Planning 

MRP 
Material Resource 

Planning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소셜미디어 

(공개형 개발) 

적층가공 

(직접생산) 

적층가공 

(소량생산) 

사물인터넷 

생산 프로세스 

지원  

정보 시스템 

정보기술 

(도입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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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M 중심의 프레임웍 

• 외부 인적 자원 활용에 필요한 소셜미디어를 제공하는 Social 

PDM 

• 웹과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협업과 통합을 지원하는 Cloud 

PLM 

• 극단적인 다품종 소량생산을 지원하는 제품구성(Product 

Configurations)과 설계변경(Engineering Changes) 관리 

• 다품종 소량생산은 CAPP와 MRP의 중요성을 감소시킴 

• 적층가공(직접가공)은 CAPP를 단순화 시킴 

• 3D 프린팅 기반 생산은 MRP와 재고관리 중요성을 감소시킴 

• PDM과 IoT 기반 3D 프린팅 서비스 통합으로 MES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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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PDM 시스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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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확장 

IoT 기술을 활용한 3D 프린팅 서비스 

제품자료 확장 

주문 및 생산 실행 자료관리 

http://3dprintingadvisor.org/ultimaker 2016 

http://uk.rs-online.com/web/generalDisplay.html 
?id=raspberrypi 2016 

TEE AM 
Team Engineering Environment 

For Additive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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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 제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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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orefarm.naver.com/3dp/products/38224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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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CAD 시스템을 이용한 제품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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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TEE PDM 시스템을 사용한 제품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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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E를 활용한 제품구성관리와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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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설계 및 가격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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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E를 활용한 주문 관리 

12 



EDBLab 

구매 및 생산 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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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3D 프린팅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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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및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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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주문과 설계 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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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Data Analytics 적용 계획 

 

Product Data Analytics 

= PDM Database + Analytics Tools + Measures 

 

• Product Data Analytics 적용가능 예 

– 제품개발모니터링, 다차원자료분석(Pivot Tables) 

– 제품개발성능평가 및 예측, 다차원자료분석+ Bayesian Classifier 

– 설계변경평가 및 예측, Association Rules 

– 주요기술인력 검색 및 평가, 다차원자료분석+소셜네트워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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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학습과 통계 기반 분석도구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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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를 도와줄 전문가인가? 

• 제품 설계와 생산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문제에 대해 풍부
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는 누구인가? 

• PDM의 제품구성관리 검토자로 참석한 전문가의 소셜메시지 자료 검
토 (PDM Database에서 추출)  

• 소셜네트워크 생성 및 분석 (R System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기법) 

• 최적전문가 평가 및 선택, 예) 소셜네트워크 분석으로 연관 접근성이 

가장 높은 전문가 선택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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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3D 프린팅 서비스 기반 개인제조 지원 자료관리 프레임워크  

• 다품종 소량생산 특성을 가진 개인제조 지원 가능성 확인 

•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한 제품구성과 설계변경 관리 기능 유효 

 

• 자동공정계획 기능 강화 – 가공방향, 슬라이싱, 서포트 결정 

• IoT 기반 3D 프린팅 서비스 – 독점사용, 예약, 생산계획 확인 

 

• PC의 혁신이 Consumer 3D Printer에서 재현 가능 

• 3D 프린팅 서비스 기반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정보시스템 변화 

• Product Data Analytics를 활용한 효율성 증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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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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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page sites.google.com/site/edblabkr 
Facebook  www.facebook.com/edblab 
blog  blog.naver.com/doplm 
TEE  tee.g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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