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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제조 산업의 
미래 가능성을 재정립하다 
서론

기술은 수년간 제품의 설계와 제조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런 점에서 

기술이 생산성 향상의 도구로 주요하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술이 제조 

과정에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것이 바로 인간과 기계가 함께 

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설계 탐색 과정인 제너레이티브 

디자인(Generative Design)의 목적이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 디자이너 및 설계자, 그리고 엔지니어는 무언가를 

그려서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에서부터, 실제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그 중심을 바꿀 수 있다. 사용자가 목표, 설계 조건 및 우선순위(예를 들어, 

무게, 안정성, 선호하는 재료, 제조 방법 및 비용)를 입력하면 기술과의 본격적인 

파트너십이 시작된다. 이 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AI)와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을 사용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수 천 가지 설계 옵션을 

탐색한다. 복잡한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잠재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강점이다. 

본인은 처음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익숙해지면서 깜짝 놀란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소프트웨어는 놀랍고 영감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얼리어답터들을 만나본다. 제너럴 모터스(GM)가 더 

가볍고 연료 효율이 높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하여 

만든 부품으로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접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 크리에이터(creator)이자 비저너리(visionary)인 필립 스탁은 인간과 

AI의 공동 작업을 통해 어떻게 세계 최초로 AI의자를 디자인했는지 살펴본다. 또 

중장비 제조업체인 클라우디우스 피터스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기술을 전통 

제조 방식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알아본다. 

그러나 잘 알려진 브랜드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도입한 것은 아니다. 스타트업, 

메이커, 대학에서도 알맞은 가격의 인공 기관에서부터 구조용 드론, 인간의 

두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humanoid) 로봇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만드는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개척자들은 함께 사물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다시 정의하고자 하는 바람을 공유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다. 이것이 바로 차세대 엔지니어와 기업이다. 

20여년 전 제조업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만해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같은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다. 이전까지 해 오던 방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가능한 방법도 나아가야 할 방향도 볼 수 없었다. 본인은 우리가 한때 상상했던 것을 

넘어섰을 때 인간과 기계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에 흥분된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가능한 일들의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스콧 리스 (SCOTT REESE) 
오토데스크 제조, 클라우드 및 프로덕션 제품 담당 수석 부사장 

https://www.autodesk.co.kr/solutions/generative-design/manufacturing
https://www.autodesk.co.kr/solutions/generative-design/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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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 제조 기술은 이미 드럼 세트, 전자 기타, 베이스, 키보드 등의 악기를 비롯, 우주 식량 및 

군대식 등의 3D프린팅 식품, 의수와 의족, 이식용 인간 장기를 만드는 데 활용되었다. 심지어 

3D프린팅으로 2층 콘크리트 주택도 지었다. 다음은 무엇일까? 3D프린팅 자동차일까?

사실 답변은 ‘그렇다‘이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로컬 모터스 (Local Motors)는 벌써 2015
년에 2인승 전기차인 스트라티(Strati) 로드스터를 선보였다. 이 자동차를 만드는 데 불과 

44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고, 75 퍼센트가 3D 프린팅 부품이었다. 그 뒤를 이어 2016년에는 

다이버전트 3D(Divergent 3D) 사에서 본체와 섀시를 3D프린팅으로 만든 700마력짜리 

슈퍼카 블레이드(Blade)를 내놓았다. 또 2019년 하반기에는 이탈리아의 신생 자동차 

제조사 XEV(X Electrical Vehicle)는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3D 프린팅 차량인 

소형 전기차 LSEV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더 가볍고 효율적인 
자동차 부품 설계의 
미래를 주도하는GM
작성: 맷 앨더튼 (MATT ALDERTON)

GM의 기존 자동차 부품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설계를 입게 된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더 가볍고 강해졌다. 

GM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과 적층 제조 기술을 사용해서 기존 8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던 안전벨트 브래킷(안전벨트 고정 장치)을 하나의 부품으로 통합했다.

https://blog.naver.com/buildshop/220253728268
https://blog.naver.com/cool1962/221575553589
https://blog.naver.com/3dimensions_kr/2213544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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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3D 프린팅 자동차를 설계하는 것은 겁 없는 

신생기업이나 실험주의자들 뿐만이 아니다.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언론의 주목을 끌기 위한 개념 증명을 

쏟아내는 대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실질적 개선에 

투자하고 있다. 제너럴 모터스(GM)는 더 나은 성능과 

맞춤화, 개인화를 제공하는 3D 프린팅 부품을 설계하며 

이 접근방식을 구현한다.

GM 케빈 퀸(Kevin Quinn) 적층 설계 및 제조 담당 

디렉터는 “차량 한 대에 필요한 부품이 평균 30,000
개다. 물론 우리는 이 30,000개의 부품을 모두 프린팅할 

생각은 아니다. 대신 아주 현실적으로 GM과 고객들에게 

비즈니스 가치를 줄 수 있는 생산 기회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파괴적 디자인

적층 제조가 자동차의 미래로 향하는 문이라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그 문을 여는 열쇠다. 퀸 디렉터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엔지니어와 컴퓨터를 결합시켜 우리가 생산하는 

차량 부품 및 부속품의 여러 다른 설계 솔루션을 탐색하는 

방법이다. 엔지니어와 컴퓨터를 협력시켜 이 둘이 각자 

따로 했더라면 불가능했을 부품 설계 결과들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엔지니어들은 이 모델을 사용해서 부속품 설계의 목표와 

소재, 제조 방법, 예산 등의 매개변수가 포함되는 설계 

조건을 설정한다. 그 다음 이 자료들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소프트웨어에 입력한다. 소프트웨어는 

알고리즘을 사용해 모든 가능한 설계 순열을 분석해서 

평가한 후 그 연산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추천한다.

퀸 디렉터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과 적층 제조 기술이 

합쳐지면 이 업계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하며, 자동차 산업은 밀링과 사출 성형기 같은 전통적인 

제조 툴의 한계로 오랜 시간 장애를 겪어 왔다고 덧붙였다. 

이런 도구로는 지극히 간단한 형상만 제작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종래의 툴은 유연하지 않은 데다 비싸 실험삼아 

비용을 투자할 수 없다. 반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과 

적층 제조 기술은 최소한의 자본 투자로 무한대의 

설계 솔루션을 지원해준다. 3D 프린터 한 대가 연결된 

소프트웨어 하나면 무수히 많은 부품, 유기체적 형상과 

내부 격자 등 모든 형태의 부품을 수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는 오직 적층 제조 기술로만 가능하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기술로 엔지니어와 컴퓨터는 새로운 방식으로 협업하여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설계를 만들 수 있다. 사진: 제너럴 모터스.

http://www.gm-korea.co.kr/gmkorea/index.do


더 나은 브래킷?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비즈니스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 전기차(EV)의 직면 과제를 살펴보자.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에 대해 지극히 낙관적이다. GM만 해도 2023년까지 최소한 20
종의 전기차 또는 수소 연료 자동차를 시장에 내놓을 계획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동차는 

생산비가 더 비싸다. GM의 경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차량의 무게를 더 가볍게 하고 

공급망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퀸 디렉터는 “전기차와 자율 주행 자동차가 ‘게임 체인저(game-changer)’가 될것“으로 

내다보면서, “이렇게 고도로 기술적인 분야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적층 제조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시장 선점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GM 엔지니어들은 최근 오토데스크와의 공동작업에서 오토데스크 Fusion 360(퓨전 360)

의 제너레이티브 기술을 사용해 기능이 최적화된 안전벨트 브래킷을 새로 설계했다. 이 브래킷은 

안전 벨트 잠금장치를 좌석에 고정하고 또 좌석을 바닥에 고정시키는 표준 자동차 부품이다. 기존 

안전벨트 브래킷은 대개 부품 8개를 조립해서 상자형으로 만드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외계에서 

온 금속 물체처럼 보이는 디자인을 150 가지 이상 만들어냈다. GM이 선택한 디자인은 8개의 

부품 대신 스테인리스강 부품 1개로 되어 있으며, 기존 브래킷보다 40% 더 가볍고 강도는 20%

높다.

퀸 디렉터는 “8 개의 부품을 하나로 통합하게 된 동기는 두 가지다. 첫째, 대량 생산을 위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이점은 여러 공급업체로부터 많은 종류의 부품을 납품받아 그것들을 

조립하는 데 드는 모든 공급망 비용이 줄어든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한다.

이를 수백 가지, 심지어 수천 가지의 부품에 적용한다면 이러한 개선으로 얼마나 더 가볍고 

생산비가 줄며 더 연비가 높은 차량을 만들 수 있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오늘날 이같은 자동차 부품 설계가 가능한 것은 적층 제조 기술 덕분이다. 사진: 제너럴 모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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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버스가 어떻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해 항공기 
바이오닉 파티션(Bionic partition)을 만들어왔는지, 
그리고 더 나은 결실을 얻었는지 알아본다.

퀸 디렉터는 “이제 GM의 도전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과 적층 제조가 적합한 다른 고유한 

응용 분야를 찾는 것“이라고 밝힌다. GM은 이미 이 회사가 생산하는 차량의 여러 가지 다른 

부품들에 대한 최적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과 적층 제조 기술을 활용해서 연비를 갤런 당 1마일(약 3.8 리터 

당 1.6 킬로미터) 더 높이거나 전기차 1회 충전 주행 거리를 10마일(약 16 킬로미터) 더 늘릴 

수 있다면 앞으로 자사에게 엄청난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소문만이 아닌 실질적 유익 제공

성능 향상은 시작에 불과하다. GM은 장차 대리점에서 적층 제조 기술을 사용해 서비스 

부품을 제조하고 차량을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화할 계획이다.

퀸 디렉터는 “지금으로서는 GM 차량에서 어떤 기능을 맞춤화하려면 맞춤화가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을 지출해야 한다. 투자 수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업계에서는 흔히 그 같은 일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곤 한다“고 

말했다.

퀸 디렉터는 적층 제조 기술을 활용하면 고객이 원하는 트림 패키지를 주문할 수 있고 

자신의 이름이나 좋아하는 스포츠 팀의 로고를 넣어 차량을 개인화할 수도 있다고 

덧붙인다. 그는 또 “경쟁업체가 제공하지 않는 것을 제공한다면 자사 제품이 다른 회사 

차들과 차별화될 것”이라고 한다.

또 퀸 디렉터는 기술의 핵심은 요란한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유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과 적층 제조 기술에 참으로 기대가 

크다. 우리 고객들이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성능을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제공: Airbus.

https://redshift.autodesk.co.kr/bionic-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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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기관 시장에는 빈틈이 있다.” 인도 인공 기관 스타트업 소셜 

하드웨어(Social Hardware)의 공동 창립자 아브히트 쿠마르

(Abhit Kumar)의 말이다. “우리의 목표는 시골 지역의 저소득 

절단 장애인, 그 중에서도 절단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농업과 

건설업 종사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한 보철 기기로 그 빈틈을 메꾸는 

것이다.”

인도 통계청(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인구의 

2.21%가 장애를 지니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은 시골 지역에 거주하며, 

20%는 운동 장애를 갖고 있다. 절단 장애인이 가장 높은 비율로 

발견되는 곳도 시골 지역으로 농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 그런데 절단 장애인에게 필요한 인공 기관은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하고, 인도 시골 가정 월 평균 수입의 6배를 호가한다.

기존 해법들을 조사한 후, 소셜 하드웨어 공동 창립자인 쿠마르와 

캐머런 노리스(Cameron Norris)는 상지 보조기 설계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을 통해 만났고, 레딧에서 장애를 지닌 

사용자를 돕는 오픈소스 인공 기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쿠마르는 

생체 및 로봇 공학을 공부했고, 노리스는 영국 스타트업에서 일했다.

인도 시골마을 절단 장애인 
돕는 인공 기관 스타트업
작성: 리나 다이앤 칼바라(Rina Diane Caballar)

인도 기업 소셜 하드웨어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하여 두 가지의 각기 
다른 의수/의족의 강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인공 기관을 만들어 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하여 특별 제작된 소셜 하드웨어의 인공 기관은 인도 시골 지역에 

사는 농부와 건설 노동자가 부담할 수 있을 만큼 가격이 저렴하다. 이미지: 소셜 하드웨어.

https://www.socialhardware.in/
http://mospi.nic.in/sites/default/files/publication_reports/Disabled_persons_in_India_2016.pdf
http://www.borgenmagazine.com/prosthetics-developing-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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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을 잡다

소셜 하드웨어는 스타트업 인디아 이니셔티브(Startup India 
initiative)를 통해 이름이 알려진 스타트업이자 벵갈루루에 

위치한 비영리 단체인 장애인협회(Associ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y, APD)의 기술 파트너다. 이들은 인도 시골 

지역 절단 장애인에게 인공 기관과 재활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소셜 하드웨어는 APD와 기타 장애인 재활센터와의 파트너십을 

맺고 시골 지역의 절단 장애인이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활 프로그램에는 물리 치료 및 일상에서 

보조 기기를 활용하는 법에 대한 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소셜 

하드웨어는 각 의수의 소매 가격을 2만 루피(약 280달러) 미만으로 

유지하는 한편, 재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에게는 소셜 

하드웨어에서 만든 보조 기기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노리스 창립자는 “절단 장애인은 물론 인공 기관 및 교정 기기 산업 

종사자들과 직접 대화한 끝에, 보조 기기 대부분이 인도 시골 지역 

실사용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특히 

내구성과 위생이라는 주요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손목에 모든 기술을 담다

소셜 하드웨어가 적당한 전기적 인공 팔을 개발했을 때, 개발진은 

농기구와 공구를 팔에 단단히 부착할 수 있는 보조 기기로 ‘아보카도 

손목 커넥터(Avocado Wrist Connector)’를 만들었다. 노리스 

창립자는 “군용 하드웨어 설계의 견고함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군사장비에 부착하는 부가 장치가 얼마나 다른 지 알아보려고 

오래된 기술을 살펴보았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에서 손꼽히는 인공 기관 및 교정기기 제조사인 ALIMCO
에서 기존에 만든 커넥터 및 소켓 앵커 시스템과 호환도 가능하도록 

했다. 노리스는 이어 “인공 기관 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제품을 
소셜 하드웨어에서 만든 최신 농기구 부착 인공 팔(상단). 소셜 하드웨어에서 만든 최신 의수 부착 조립물(중간). 의수와 농기구를 손목 커넥터에 부착한 인공 팔(하단). 

이미지: 소셜 하드웨어.

https://www.apd-in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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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고 보충하기를 

바랐다”면서, “우리는 생체공학적 의수와 소켓 사이에 

부착할 만한 부가 장치를 만들고 싶었다. 그러면 작은 

망치나 흙손을 비롯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도구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개발진은 우선 기존 인공 기관이 지닌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외부 전원으로 움직이는 인공 팔다리는 배터리 

수명이 제한적인 데다가 고강도 노동을 견디기 어렵다. 

사용자의 힘으로 움직이는 인공 팔다리는 일반적으로 

훨씬 더 튼튼하고 배터리도 필요하지 않지만, 무겁고 

기능이 제한적이다. 쿠마르와 노리스 창립자들은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하고 싶었다.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기기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외부 전원 인공 팔다리의 

내구성을 높이고 경량화하며 기능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노리스는 “최종 목표는 두 부문에서 모두 최고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소셜 하드웨어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했다. 개발진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된 소켓을 측정한 후, 오토데스크 Fusion 
360(퓨전 360)과 5단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아보카도 손목 커넥터의 무게를 

줄이고 개발 속도를 높이려 했다. 쿠마르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덕분에 견고함은 원하던 수준만큼 유지하면서 

무게를 300그램에서 96그램으로 줄일 수 있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전통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몇 달 동안 실험을 하고 오류를 찾아내야 

이러한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소셜 하드웨어가 인공 기관 

소켓의 외관을 개선하고 절단 장애인의 사용 경험을 

향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노리스는 “특히 습기가 

많은 환경이나 고강도 노동을 할 때 땀과 더위가 문제였다. 

우리는 독특한 미적 감각으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하여 가볍고 공기가 잘 통하는 소켓을 만들었다. 주 

타깃인 저소득층이 최첨단 기술을 사용한다고 느끼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소셜 하드웨어의 최신 손목 커넥터 3D 렌더링 이미지. 이미지: 소셜 하드웨어.

https://www.autodesk.co.kr/solutions/generative-design/manufacturing
https://www.autodesk.com/products/fusion-360/overview
https://www.autodesk.com/products/fusion-360/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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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생산을 내다보다

쿠마르와 노리스는 향후 프로토타입을 대량생산이 가능한 완제품으로 발전시키고 

싶어 한다. 현재는 의학적으로 인증된 제품을 선보이기 전에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두 사람은 국제원조기구와 인도주의 단체와 협력하여 그들이 개발한 제품을 

다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소셜 하드웨어 창립자들은 선주문을 받은 첫 번째 상용 버전을 STE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교육용 인공 기관 개발 키트로 제공하고 싶어한다. 이 개발 

키트는 애호가, 연구원, 학생들이 자신만의 의수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모두 포함할 

예정이다.

쿠마르는 “키트를 제공하여 인도 시골 지역 절단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이 의료용 기술 개발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대학 졸업생들이 설계공학

(design engineering)과 기기 제작 개념을 이해하도록 도우려고 한다. 이 역시 

회사의 창립 정신인 ‘저비용 혁신’ 및 ‘사용자 참여 디자인’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셜 하드웨어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하여 아보카도 손목 커넥터의 견고함은 유지하면서 무게를 줄였다. 이미지: 소셜 하드웨어.

스탠리 블랙앤데커(Stanley Black&Decker)
가 어떻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사용하여 유압 
크림퍼 장치의 무게를 절반으로 줄였는지 알아본다. 

https://www.apec.org/About-Us/About-APEC/Member-Economies
https://www.autodesk.com/customer-stories/stanley-black-decker-netfa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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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시작하는 제조 자동화 약속
작성: 스티븐 후퍼(STEPHEN HOOPER)

오토데스크의 Fusion 360 제품군의 부사장 겸 총괄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적층 
제조 기술로만 생산할 수 있는 복잡한 기하학에만 유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제조업체에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Generative Design)의 개념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많은 제조업 종사자들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단순히 위상 최적화

(topology optimization) 또는 절차적 모델링(procedural 
modeling)일 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그보다 접근 방식에서 엄청난 변화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반 프로세스로, 기존 아이디어에서 과도한 

재료를 제거하는 위상 최적화와 달리,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수천 가지 가능성을 

탐색하며 혁신을 주도한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적층 제조에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제작된 이 두 부품은 

3축 (왼쪽) 및 2.5축 같은 전통적인 CNC 밀링 기술을 활용했다.

https://www.autodesk.com/redshift/generative-design-examples/
https://www.autodesk.com/redshift/skateboard-trucks-topology-optimization/
https://en.wikipedia.org/wiki/Procedural_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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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 제조 자동화의 미래를 위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혁신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기술이 적층 제조 기술로만 생산할 수 있는 복잡한 

기하학에만 유용하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작업들은 복잡하고 종종 금속으로 프린팅되어 

전혀 다른 별개의 세상에 속한 것으로 보였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결과물이 기존 제조 방법과 

연결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조업체가 2백만 달러 상당의 3D 금속 프린터를 보유할 수 

없다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나 연관성은 거의 사라지기 마련이다.

모두를 위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많은 형태의 제조 자동화는 초기에 너무 비싸거나 도입하기에는 매우 복잡하다. 1960
년대에 산업용 로봇이 처음으로 사용되었 때, GM 같은 기업 정도 되어야 감당할 수 있었다. 

제조 프로세스를 이해하여 시뮬레이션 결과에 기반한 설계 지오메트리 자동 프로세스인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너무 멀리 있는 기술일 뿐이었다. 그러나 제조업체에게 날아든 희소식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자동화의 범위가 전통 제조를 지원하는 새로운 제조 프로세스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NASA의 제트추진연구소(Jet Propulsion Laboratory)와 오토데스크의 연구 협력 결과인 행성 착륙선. 금속 적층 제조, 

캐스팅, 밀링 등을 조합해 제작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프로젝트의 좋은 사례다.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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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소프트웨어는 캐스팅 또는 기계 

가공과 같은 제조상의 제약 요인이 있고 툴과 장비를 

사용하여 이미 매장에 있을 법한 제작 가능한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다. 이같은 결과물이 생성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저렴하기까지 하다.

동일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출력에서 파생된 휠체어용 

금속 지지대의 3 가지 버전을 예로 들어 보겠다. 동일한 

기능 및 성능 요구 사항을 비롯, 동일한 재료 및 형태 등 

각 부품은 본질적으로 같다: 유일한 차이점이라고는 제조 

공정이지만, 모든 프로세스가 동일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원래 부품은 툴링 비용이 완전히 상각되면 약 15달러 정도에 

금속으로 다이 캐스팅된다. 보다 일반적인 머시닝 센터에서 

3축 밀링 반복을 수행할 수 있지만, 유기적 형태를 가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인해 제작 비용은 100달러가량 든다. 

2.5축 밀링 가공의 세 번째 옵션은 다이 캐스팅 부품이 하는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25달러 밖에 들지 않는다.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맞춤형 툴링 없이도 설계 문제에 

대한 최상의 솔루션을 얻을 수 있으며 기존의 기계 공장 

하드웨어로도 만들 수 있다.

즉 제조 프로세스는 생산되는 지오메트리 유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제조 방법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 자동화에 대한 

약속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속적인 워크플로우를 위한 디지털 파이프 라인 

차세대 자동화의 발전을 실현하려면 개념에서 실제 

제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워크플로우가 가능하도록 

디지털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다. 오늘날 기본 제품 개발 

시의 워크플로우를 고려해보라. 엔지니어는 일부 설계 

지오메트리를 완성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그 사람은 g-코드 형식으로 

가공 지침을 작성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완료하고 검증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해당 g-코드 파일은 메모리 스틱에 복사되어 작업 현장으로 

전달된다. 여기서 기계공은 이를 기계 컨트롤러에 로드하고 

실제로 금속 절단을 시작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워터폴(waterfall) 워크플로우는 선형적이고 

매우 비효율적이다. 더 나은 방법은 자동화된 애자일 제품 

개발 프로세스로, 일정 정도 동시성을 허용하여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도 시뮬레이션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의 피드백을 통해 다른 사람도 전체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제조 지침에 착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는 19세기 공장이 아닌 경쟁력 있는 

스포츠 팀처럼 작동할 수 있다. 프로세스 요소가 동시에 

발생하면 제품 생산에 걸리는 총 시간이 단축되면서,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모든 주요 특성인 제품 혁신 향상, 

제품 성능 개선, 비용 절감 및 출시 시간이 단축된다.

실제로 작업하려면 소프트웨어에서 제작한 제조 지침과 

머신 툴 간의 직접 연결된 디지털 파이프 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이 시나리오에서 g-코드는 백그라운드에서 

생성되어 머신 톨로 바로 전송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종이에 무언가를 인쇄하려면 워드 프로세서에서 직접 

네트워크를 통해 보낸다. 네트워크를 통해 파일을 복사하지 

않으면 썸 드라이브를 삽입하여 워드 프로세서에 입력한 

내용을 프린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기계 네트워크와 

CAD/CAM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제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5축 및 3축 CNC 기계에서 밀링된 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버전과 함께 인간이 설계한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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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루프 피드백

제조 자동화만큼 가치 있지만 이는 여전히 선형적이고 불완전하다. 정보는 머신 툴에 전달되지만 

피드백은 반환되지 않는다. 머신 툴의 해당 컨트롤러가 공구 성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더욱 고무적이다. 이러한 종류의 자동화는 폐루프 피드백을 제공하므로 머신 툴에서 정보를 가져와 

실시간으로 가공 지침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CNC 기계가 금속을 절단하면 스핀들이 회전하여 절단기를 금속으로 구동한다. 컨트롤러는 

스핀들이 받는 압력과 최대 용량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작업 중 스핀들이 최대 하중 조건의 50% 

미만인 경우, 이는50% 용량은 미사용 상태임을 의미한다.

기계 컨트롤러에 직접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컨트롤러를 “들어보고” 실시간으로 설계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으로 생성한 가공 전략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스핀들 로드 용량이 50%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절단기가 재료를 더 빨리 통과하고 더 많은 재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스핀들 힘이 증가하여 기계를 한계치로 밀어 올린다. 즉, 공장에서 

더 빠르게 제조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종합하면, 이 3가지 형태의 제조 자동화(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디지털 파이프라인 및 폐루프 

피드백)는 새로운 작업 방식에 대한 강력한 사례이다. 오늘날에는 기존 제조의 제약 조건을 

오토데스크 Fusion 360에 입력하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기능을 사용하여 최적의 설계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 머지않아, 디지털 파이프 라인과 작업장과의 연결을 통해 정보를 복구하는 

능력은 비즈니스 성과를 높일 것이다. 제조업체에게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토르마치(Tormach) CNC 기계 절삭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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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년 역사를 지닌 대량 자재 가공 장비 제조업체인 클라우디우스 피터스(Claudius 
Peters)는 21세기 디지털 기업으로 변신 중이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제품 설계와 

최적화에 접근하는 혁신적인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다.

클라우디우스 피터스는 일반적으로 3D 프린팅과 관련된 이 기술을 전통 제조 방식에 적용하여 

가격에 민감한 산업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중장비 제조에 있어 재료, 에너지 비용 및 리드 타임(lead time)을 줄여 클라우디우스 

피터스가 변화하는 시대에 더욱 경쟁력을 높이도록 도움을 준다.

클라우디우스 피터스에서는 3D 프린팅 부품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1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이 기업은 전통적인 
제작 방식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기술을 도입했다.

중장비 제조업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현장 도입
작성: 로라 뉴튼(LAURA NEWTON)

용접공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과 기존 설계 및 주조공장의 조언으로부터 얻은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리버스 엔지니어링한 새로운 이송 부품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있다.

https://www.claudiuspeters.com/
https://www.claudiuspet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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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인 기업, 변화를 수용하다

독일 제조업체인 클라우디우스 피터스는 “중공업”이라는 단어에 

걸맞은 전형적인 기업이다. 이 회사는 시멘트, 철강, 석고 및 

알루미늄 산업을 위한 대형 산업 장비 및 가공 처리 공장을 만들고 

있다. 클라우디우스 피터스(CP) 토마스 나겔(Thomas Nagel) 
운영 디렉터는 “우리는 대량 자재를 다루는 전문 기업이다”라고 

밝혔다. 독일 함부르크 인근에 있는 본사 외에도 미주, 유럽 및 

아시아에 12개 지사를 두고 있다.

1906년 설립된 CP는 컨베이어, 사일로, 분쇄기 같은 자본 

집약적인 대형 산업 제품을 100년 이상 제조해왔다. 이 회사의 

최고 디지털 책임자(chief digital officer, CDO)인 나겔은 

유서 깊은 역사에 안주하지 않고 회사가 디지털 혁신에 있어 글로벌 

리더로서 명성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CP는 비용과 품질, 

납품 속도 및 고객 만족과 관련한 비즈니스 성과를 개선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2014년 혁신의 여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21
세기에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2018년 CP는 애자일(agile)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디자인적 사고, 실험 및 반복에 중점을 둔 문화가 필요했다.

혁신의 여정을 시작하다

클라우디우스 피터스에게 오토데스크와 같은 기술 파트너와의 

협력이 혁신 여정의 핵심이었다. CP는 영업, 엔지니어링, 

설계, 제조 및 조립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를 연결하기 위해 

오토데스크의 BIM 360을 포함한 새로운 도구를 채택했다. 

또한 오토데스크의 Inventor(인벤터)와 유한요소법(FEM) 

분석을 사용하여 제조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 CP는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 오토데스크이 ReCap(

리캡), Navisworks(나비스웍스)와 함께 3D 리얼리티 캡쳐

(reality capture) 스캔을 사용하여 고객 시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수집한 파일을 독일의 엔지니어링 

및 설계 팀에 신속하게 전송했다. 나겔은 “우리는 향상된 품질과 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만든 새로운 부품 

설계는 기본보다 50% 더 가볍다(좌측). 

 

설계 엔지니어인 맥시밀리안 레히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사용하여 기존 제조 

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는 부품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버전을 연구 중이다(하단). 

 

제공: 클라우디우스 피터스

https://www.autodesk.co.kr/products/bim-360-design/
https://www.autodesk.co.kr/products/inventor/
https://www.autodesk.co.kr/products/recap/
https://www.autodesk.co.kr/products/navis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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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비용으로 더 빠르게 업무를 수행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러나 우리의 혁신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라고 덧붙였다. 오토데스크 Fusion 360(퓨전 360)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시연에서 영감을 받아, 나겔은 CP
팀이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4시간짜리 

워크숍을 준비했다. 

오토데스크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소프트웨어는 설계 

목표 및 조건을 가지고 선택 가능한 수십 가지 옵션을 

빠르게 생성하도록 설계 솔루션의 가능한 순열을 

탐색한다. 몇 가지 일반 부품을 실험한 후, CP팀은 시멘트 

산업용 핵심 제품 중 하나인 클링커 쿨러의 부품을 

최적화하기 위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사용해 보기로 

결정했다.

클링커 쿨러란?

시멘트 산업은 초창기부터 클라우디우스 피터스의 

중심축이었다. 시멘트 제조 업체는 분쇄된 암석을 

혼합하고 가마에서 1,450°C로 가열하여 “클링커”

라 불리는 구슬 크기 덩어리로 녹인다. 시뻘겋게 달군 

클링커는 52x25cm의 거대한 기계인 클링커 쿨러로 

배출된다. 클링커가 냉각기를 통과할 때 공기가 이를 약 

100°C로 냉각시킨다. 냉각된 클링커를 분쇄한 후 다른 

성분과 혼합하여 시멘트를 만든다.

CP는 1905년대 초반 클링커 쿨러를 업계에 공급하기 

시작하여, 이후 60여 년간 700대 이상의 냉각기를 

생산했다. 그러나 클링커 생산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면서 시멘트 산업이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원 

중 하나가 되었다. 

CP는 2000년대 초 에너지 절약을 위해 설계된 차세대 

클링커 쿨러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바로 에너지 효율을 

뜻하는 그리스어 기호인 “η”에서 이름을 딴 ETA 
냉각기이다. 나겔은 “ETA 냉각기의 큰 장점들 중 하나는 

뛰어난 열효율이다”라며, “에너지를 절약하여 시멘트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오늘날 CP의 주력 

사업은 기존 클링커 쿨러를 ETA 냉각기로 대체하여 

시멘트 공장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놀라운 성과 거둬

CP는 ETA 냉각기의 부품을 최적화하기 위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냉각기는 기존 설계 방법으로 잉여 재료를 없애기 위해 

최근 새롭게 설계한 중금속 부품이다. 각 냉각기는 
50-60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속적인 

컨베이어 레인에 볼트로 고정하여 녹인 클링커를 ETA 

냉각기로 사이로 통과시킨다. CP의 설계 엔지니어 

맥시밀리안 레히(Maximilian Lerch)는 “이 주형 

조각은 반복을 통해 최적화 되었다”라고 하며, “금속의 

무게와 관련 비용을 낮추는 것이 목표다. 무게를 조금만 

최적화해도 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전했다.  

레히는 “모든 엔지니어가 컴퓨터 앞에 모여서 

스위스 홀심 운터바츠(Holcim Undervaz) 시멘트 공장에 있는 ETA 냉각기는 크기가 축구장 절반에 가까운 거대한 기계이다. 이미지: 클라우디우스 피터스.

https://www.autodesk.co.kr/products/fusion-360/


시멘트 생산 프로세스에서는 시뻘겋게 달군 클링커를 가마에서 ETA 냉각기로 이송하는데, 

하루에 약 1만 3천 미터톤의 클링커를 처리할 수 있다.

컨베이어 레인을 사용하여 ETA 냉각기 사이로 클링커를 통과시킬 때, 공기가 녹은 암석을 

약 100°C까지 냉각시킨다.

각각의 ETA 냉각기에 있는 컨베이어 레인에 설치된 약 60개의 이송 부품이 뜨거운 

클링커를 냉각기 사이로 통과시킨다.

기존 이송 부품(왼쪽)을 2016년에 재설계하여 클링커 냉각기 14대에 설치하고 검증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사용한 새로운 부품 디자인(오른쪽)은 기존 부품보다 50% 이상 

가벼워 재료 비용과 에너지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이 렌더링(rendering)으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과 리버스 엔지니어링 반복을 통해 

기존의 무거운 기하학적 디자인(맨 윗줄, 맨 왼쪽)으로부터 클링커 쿨러 부품이 진화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클링커 쿨러(CLINKER COOLER)란? 
제공: 클라우디우스 피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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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클라우디우스 피터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설계 조건만으로 최적화된 

튼튼한 부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었다”라고 회상했다. 그는 또 “최상의 솔루션을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반복 작업은 소프트웨어에서 

수행한다”라고 말했다.  

처음 4시간에 걸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작업 후 팀은 

첫 결과물을 얻었다. 나겔은 “우린 그것을 ‘외계(alien) 

부품’이라고 불렀다”라며, “놀라운 결과물이었다. 어떻게 

기존의 최적화한 부품과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 30-
40% 정도 더 가벼워졌다”라고 밝혔다.

기존 제조 방식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사용한 부품 적용 

회의적인 입장이었던 클라우디우스 피터스의 

엔지니어들은 “외계 부품”에 대한 계산과 FEM 분석을 

실행하였고, 기존의 최적화된 부품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팀은 제조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나겔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서는 3D 프린팅 또는 기타 적층 

제조 방법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며, “우리 

업계의 경우, 3D 프린팅 부품은 너무 비싸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과 

기존의 최적화된 아이디어를 사용하면 “일주일 만에 

부품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할 수 있어 기존의 제작 방식을 

사용하여 부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팀은 Inventor와 FEM 분석을 통해 클라우디우스 

피터스의 주조공장과 함께 다양한 제작 솔루션을 

테스트했다. 나겔은 “주형 부품에서 레이저 절단 

플레이트와 용접을 포함한 솔루션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가적으로 25% 

더 가볍고 제작 시간도 단축되며 비용 효율이 더 우수한 

부품을 만들었다”라고 전했다. 팀은 지속적으로 이송 

부품에 대한 설계 옵션을 연구 및 개선하고 더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찾고 있다. 나겔은 “곧 제품이 

출시될 것이다”라고 하며, “연내에 세계 어딘가에서 이 

부품이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이점 활용

CP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 만든 부품을 사용하면 

회사에서 설치하는 각 클링커 쿨러에 드는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이송 부품의 무게가 약 20kg 감소하면 

부품별로 113달러 정도 절약할 수 있으며, 각 냉각기 당 60
개 이상의 부품 개수를 곱한 만큼 비용 절약이 가능하다. 

또한 무게가 적을수록 배송비도 낮아진다. 나겔은 “우리가 

개발한 첫 번째 프로토타입부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 제품의 비용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다”라고 전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 지속가능성도 향상된다. 

나겔은 “인도나 터키에 있는 주조공장에서 사용하는 더 

무거운 부품 주형을 이 곳 본사 작업장에서도 가능한 용접 

설계를 통해 가벼운 부품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며, 

“재료, 에너지, 운송시간 및 기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줄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클라우디우스 피터스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기존 부품을 최적화하거나 새로운 부품을 설계하는데 

표준 프로세스가 되는 시점에 와 있다. 나겔은 “앞으로 

최적화 및 재료 절감을 적용할 부품을 더 많이 파악할 

계획이다”라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동일한 긍정적인 

이익을 나타낼 수 있을지 부품 하나하나 살펴볼 생각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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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독특한 프로젝트 작업 기회를 만나는 

것은 모든 디자이너들의 꿈이다. 새로운 기술은 

확실히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세계적 

명성의 프랑스인 크리에이터(creator)이자 

비저너리(visionary) 필립 스탁이 이를 

입증한다.

가구에서부터 가정 용품과 호텔, 심지어 우주 

여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디자인의 거장 필립 스탁(Phillippe Starck)

이 그의 인상 깊은 이력서에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과 사람의 협업으로 탄생한 의자를 

디자인했다’는 영예로운 실적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주인공인 의자, A.I는 필립 스탁과 함께 

이탈리아의 컨템포러리 가구 제조업체 카르텔 

(Kartell), 오토데스크 리서치(Autodesk 
Research)가 만든 공동 작업의 소산이다. 

스탁이 의자에 대해 중요한 비전을 제시했으며 

어드벤스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알고리즘은 

카르텔의 사출 성형 제조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알맞은 디자인 옵션을 무수히 내놓았다. 사람-

기계 협업의 일대 도약을 상징하는 이 A.I 의자는 

2019년 초여름 카르텔의 쇼룸에 선보였다.

필립 스탁은 이 인터뷰에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사용해 작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테크놀러지가 언제쯤 그 진정한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포함하여 

디자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려준다.

아날로그 아이디어에서 
디지털 드림으로, AI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필립 스탁
작성: 에린 한슨(ERIN HANSON)

프랑스 비저너리(visionary) 디자이너와 이탈리아 컨템포러리 가구 제조업체, 
그리고 AI가 공동 작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AI 의자를 만나볼 수 있다

필립 스탁. 사진: 스탁 네트워크/JB Mond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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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서, 컴퓨터가 디자인 파트너가 되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기술을 

사용하는 기분이 어땠나요?

제 직업이 창의력을 발휘하는 직업인지라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어느 

컴퓨터보다도 제가 더 빠릅니다. 무엇보다 제 창조성의 분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가장 창의적인 

사람이 최고의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해도 (그 프로그램을 쓴) 프로그래머의 상상력, 재능, 지능 범위 

내에서만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마치 엄청나게 똑똑하고 재능있는 파리가 

보이지 않는 유리 큐브 안에서 날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들의 꿈은 모두 한정되어 있습니다. 

머지않아 재능있는 AI가 나타나면 분명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아마 몇 년 안에 제가 이 도구를 

사용해서 제 창의적 잠재력을 키울 수 있을지도 모르죠.

카르텔에서 스탁과 함께 오토데스트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A.I. 사진: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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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사용해 창조하신 A.I 의자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껏 꽤 보기 좋게 잘 만들어지고 지능적인 여러 종류의 

의자를 수십 가지나 디자인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이 의자들이 모두 같은 머리에서, 즉 같은 

종 동물의 두뇌 속에서 나왔고, 따라서 같은 지능과 논리로 

디자인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 좌우 사방으로 아무리 머리를 

굴려 보더라도, 그리고 훌륭한 디자이너들이 모두 

천재일지라도 늘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DNA, 우리의 ‘배경’, 우리의 구조가 

다르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걸 깨닫고 

권태를 느끼고 있었지만, AI와 함께 이 틀에 박힌 창의력의 

울타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 전설적 체스 챔피언 게리 카스파로브

(Garry Kasparov)가 컴퓨터 딥 블루 (Deep Blue)

에게 지는 것을 본 후, 컴퓨터에게 진 카스파로브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지금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카스파로브는 특정 조건에서 패배했고, 저는 

특정 조건에서 싸웠습니다. A.I 의자는 커다란 자유, 즉 

인간의 혁명으로는 더 이상 쟁취할 수 없는 위대한 혁명의 

시작입니다.

A.I 의자가 당신의 ‘민주적 디자인(democratic 
design)’ 정신에 어떻게 들어맞나요?

민주적 디자인은 스타일이 아니라 문화적, 질적, 기술적 

측면 등 모든 면에서 품질을 높이고 가격은 내려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휴머니즘입니다. AI는 민주적 디자인의 모든 매개변수를 

최적화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더 이상 제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와 같은 두뇌를 가진 사람들만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보편적 두뇌를 가진 

사람들도 즐겁게 해줄 것입니다.

해결하셔야 했던 디자인 도전 과제 중 가장 특이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알고리즘 뒤에 숨겨져 있는) 

프로그래머의 문화적 기억(cultural memory)

이에요. 여러 해 동안 AI의 논리에 묻어 있는 인간의 흔적을 

몰아내려고 노력했어요. 마침내 인간의 논리가 초식성 

논리(vegetal reasoning)에 약간 굴복했지만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결국 이것이 중요한 

시작입니다.

전통적인 호텔 디자인으로 유명한 필립 스탁이 액시엄(Axiom) 우주 정거장 설계에 참여하면서 

외계에까지 진출한다. 사진은 이 우주 정거장의 주거 모듈이다. 사진: 스탁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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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인테리어 작업도 하시는데, 호텔 프로젝트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하실 건가요?

아이디어는 흥미로운데 엄청나게 복잡해요. 호텔의 경우, 기능이란 필수적인 요소지만 매우 

이해하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과 감정적 기능인데, 이런 요소는 사람이 평가하기 어려운 

것들이고, 오늘날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도 평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번 해 

보는 게 어때?”라는 질문 자체가 도전입니다.

디자인 관련 발생했던 작은 사고도 있었나요? 그중 가장 재미난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느 날 제가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인데 

전화 상태가 아주 나쁘더라고요. 그가 이 전화로 50 미터 크기의 요트를 주문해서 전 6개월 

동안 이 요트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이 친구한테 요트를 선보이는 그 날까지 저 자신이 엄청 

자랑스러웠죠. 요트를 본 그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고 (우리가 알고 지낸 이래) 

처음으로 무척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제서야 그가 원하던 게45 미터가 아니라 145 

미터 요트라는 걸 알게 됐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창피합니다.

프로젝트나 디자인이 완성됐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디자이너가 프로젝트가 잘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직감적으로 압니다. 뭔가 불가사의한 일이죠. 둘째, 분석을 좀 해보면 성공적인 작품은 모든 

설계변수들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제안한 디자인이 나무랄데 없이 훌륭하고 

존재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디자인의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흥분되거나 기대되시는지요?

디자인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20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임시 

활동이었으며 21세기 중에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산하는 것들의 

지능적 부분들은 탈물질화 전략을 따릅니다. 훨씬 적은 물질로 훨씬 많은 것들을 생산할 것입니다. 

오늘날 디자인의 과제는 아주 순진하게 말하자면 일상의 의무를 견딜만한 것으로 만들어 그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커피포트를 ‘사랑’하게 

되지 않아요. 잘 디자인 됐더라도 말이죠. 이 암시된 실패는 커피메이커가 사라져야 멈출 것이고, 

그러면 디자이너들도 실패를 멈추겠죠.

테크놀로지가 천재성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아닙니다. (테크놀로지가) 힘을 빼앗아 가고 있는 한정적 메모리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AI가 스스로 성장해서 훨씬 더 정교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AI에게 조금만 시간을 더 

주면 됩니다. 사랑에 빠지고, 두려움을 느끼고, 욕망과 꿈을 갖게 되는 날, AI는 천재가 될 것입니다.

언더아머(Under Armour)의 거대한 진보: 제너레이 
티브 디자인을 활용하여 어떻게 언더아머가 차세대 
운동화를 만들었는지 알아본다.

제공: Under Armour

https://econation.co.nz/dematerialisation/
https://www.autodesk.com/redshift/3d-printed-sh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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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드라마 ‘프라이데이 나잇 라이츠(Friday Night Lights)’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한 고등학교 미식축구 쿼터백 선수가 축구장에서 사고로 척수손상

(SCI, spinal-cord injury)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된다. 그와 그 주변인들이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테일러 코치가 현자같이 나타나 이런 말을 한다. 

“인생은 너무도 덧없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삶의 어느 시점에서는 무너진다. 어느 

누구나 무너질 것이다.” 

2016년 척수의학저널(Journal of Spinal Cord Medicine)에 실린 기사를 보면, 

러시아, 피지,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스포츠 관련 척수손상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이빙, 스키, 럭비, 승마 등을 고위험 스포츠로 꼽았다.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와 오토바이 탑승 시 헬멧 착용 의무화가 법적으로 적용되지만, 

스포츠 활동에 있어 척추 보호대 사용에 대한 표준이나 권장사항은 거의 없다.

‘두 번째 피부’같은 새로운 
척추 보호대로 익스트림 
스포츠를 더 안전하게 
즐긴다
작성: 드류 터니(DREW TURNEY)

오스트리아의 디자인 스튜디오가 척수 부상에 맞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만든 ‘두번째 피부’같은 척추 보호대가 당신을 지킨다. 

산악 자전거 비탈길 시범 운전자 도미닉 도펠호퍼는RSP 시스템을 착용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즐기고 있다. 

이미지: 에데라 세이프티.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5073752/
자전거와 오토바이
https://www.who.int/gho/road_safety/legislation/situation_trends_motorcycle_helme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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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척추 보호대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해 만든 것이며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충격을 흡수하는 벨트 또는 방호복의 변형된 형태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그라츠

(Graz)에서 시작된 새로운 프로젝트인 회전척추보호(RSP, Rotational Spine 
Protection) 시스템은 몸에 잘 맞고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임을 ‘고정시키는’ 

스트랩 및 버클이 있는 ‘두 번째 피부(second skin)’같은 역할을 하여, 착용자의 

안전을 유지한다. 척추 회전이 임계치에 도달하면 스트랩이 조이면서 과도한 회전 

에너지는 포착하여 흡수한다

RSP 시스템을 제작한 디자인 스튜디오 에데라 세이프티(Edera Safety)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토마스 자이어(Thomas Saier)는 부상이 발생하는 과정과 

위치 및 유형을 결정하는 척추부상 관련 의료 조사 연구를 실시했다. 사내 브랜드인 

아담스포(adamsfour)라는 팀은 직접적인 척추 충격보다 다섯 배 정도 흔하게 

발생하는 회전 손상에 집중했다. 

자이어는 “회전 손상은 생체 역학적 부상이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의 

범위가 지나치게 강조되었다. 척추 중앙에 있는 척수에 대한 회전력이 찢어지거나 

부러질 때 부상이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바디 전기장치

첫 번째 단계는 신체가 극단적으로 또는 갑자기 움직일 때 잠재적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힘이 척추 어디에 가해지는지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팀은 적절하게 

회전하는 센서와 척추가 있는 자체 충돌 테스트 인체 모형을 개발하여 모든 

방향으로 회전력을 적용하고 그 결과로 얻은 데이터를 수집해야 했다. 

팀은 대부분의 회전과 부상이 발생하는 흉추와 요추, 경추 부위를 연결하는 

척추뼈에 집중했다. 또한 그라츠 대학 해부학과와 함께 해부용 시체에서 인간의 

척추를 참조하여 회전을 적용하고 3D 스캔을 사용하여 척추의 생체 역학적 범위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다.

RPS 시스템 설계 작업 중인 에데라 세이프티 CEO 

토마스 자이어. 이미지: 에데라 세이프티(상단). 
 

RSP 렌더링 이미지(우측). 

 
이미지: 에데라 세이프티.

https://badasshelmetstore.com/ten-best-spine-protectors/
https://adamsfour.at/
https://edera-safe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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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바로 두 가지 종류의 

움직임에 따른 척추의 자연적인 한계였다. 하나는 신체 

근육계에 의한 움직임이고, 다른 하나는 뼈(척추 포함) 

사이 연결이 부담을 떠맡기 시작할 때 움직임이다. 인체는 

능동적인 근력 사용만으로는 운동 범위의 약 60%
까지만 도달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척추 회전과 같이 뼈의 

움직임을 통해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 핵심은 근육에 지시해서 만들어진 능동적인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뼈의 움직임이 

지나칠 때 제동을 거는 것에 있다. 척추가 임계치에 

도달하면 RSP 시스템이 발생한 힘을 흡수한다.

새로운 세대

두 번째 단계는 척추 움직임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실행하여 시뮬레이션된 힘과 에너지를 제한하면서도 

갑옷처럼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도입했다. 자이어는 

2016년 오토데스크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기술로 

만든 섀시(차대)를 장착한 고성능 경주용 자동차 ‘핵 로드

(Hack Rod)’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를 RSP에 적용할지 

검토했다. 자이어는 “테스트 패드로만 작업하면 한 가지 

종류의 움직임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라고 하며, “

스포츠는 다양한 움직임으로 구성되어 매우 복잡하다. 

영향이 미치기 전까지는 시스템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힘, 회전 또는 중단이 발생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아담스포는 오토데스크 Fusion 360(퓨전 360)

을 사용하여 실시간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채워 

프로토타입을 개발했다. 팀은 이를 활용하여 더 많은 

센서와 앱을 통합하여 관련된 모든 힘을 정확히 측정하고 

기록한 다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알고리즘에 입력했다. 

아담스포 팀 내 스포츠맨이자 디자이너인 르네 스티글러

(René Stiegler)에게 다음 할 일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 얻은 구조를 활용해 최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었다. 스티글러는 “우리가 얻은 결과는 

제품으로 판매하기에는 다소 극단적이었다”라고 말하며, 

RSP를 위한 아담스포의 디자인 반복. 이미지: 에데라 세이프티.

https://www.autodesk.co.kr/solutions/generative-design/manufacturing
https://www.autodesk.com/redshift/hack-rod/
https://www.autodesk.co.kr/products/fusion-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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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성 문제에 있어 사람들이 실제로 입고 싶어할 만한 

것으로 변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SP 시스템은 B2B(business-to-business) 

기술이다. 아담스포는 다른 제조업체들이 그들의 제품에 

통합할 수 있도록 세트로 구성하여 판매할 것이다. 아직 

사전 제작 단계에 있지만 이미 3개의 대형 스포츠 웨어 

브랜드와 계약을 마무리 짓고 있다.

자이어는 “설계 조건에 따라 많은 구조적 제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 

핵심 이미지를 만들어 냈고, 지금 사용하는 최종 제품은 

그 구조에 따라 만들어졌다. 거기에 직관적인 노하우와 

설계 팀의 개발 기술을 결합하여 상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 프로세스의 한 가지 장점은 힘과 에너지 선이 신체에 

적용되는 위치에 대한 시스템의 계산을 기반으로 필요한 

재료의 양을 줄인다는 것이다. 스티글러는 “이 프로세스가 

없었다면 더 많은 재료가 사용되거나 더 무거웠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반해야 하는 하중의 양이나 재료 두께에 대한 답을 준다. 

최종 제품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는 각자의 몫이다. 사실상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골격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다음 단계는 더 많은 수의 시범 운전자들에게 더 많은 

센서를 장착해서 더욱 세밀한 세부정보를 생성한 후 현재 

설계를 재생성하여 체계적인 분류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실 세계

시뮬레이션, 데이터 수집 및 처리가 끝나면 사용자 경험이 

쌓일까? 장치 착용이 쉽고 편안하며 효과적일까? 

적절한 재료가 관건이었다. 본질적인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절단 가능하고 모양을 만들 수 있어야 

하며 피부 또는 의복 표면과의 적절한 마찰이 필요했다. 

얇은 천이나 땀에 젖은 몸 위에서 장치가 미끄러지면 

충분히 제어할 수가 없다. 그 해결책은 구명정에 

사용된 재료와 비슷한 “클로로술폰화 폴리에틸렌

(chlorosulfonated polyethylene) 합성고무”

라는 물질이었다

아담스포의 산악 자전거 비탈길 시범 운전자 도미닉 

도펠호퍼(Dominik Doppelhofer)는 “착용하기 

편하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른 보호대와 비교했을 

때 입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피부처럼 몸에 닿아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조절해야 하는데, 매우 수월하게 작동된다”

라고 전했다.

올해 말 즈음에 스포츠 애호가들이 스포츠를 즐긴 

후에도 과도한 비틀림으로부터 척추가 잘 보호되었다고 

느낀다면, 오스트리아에 있는 소규모의 해부학적 연구,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회사에 감사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오스트리아 쉴라드밍(Schladming)에서 RSP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다니엘 크로바스(Daniel Korabath). 이미지: 에데라 세이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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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자동차 산업은 ▲ 정부와 파리 기후 협약이 의무화한 규제 강화, ▲빠르게 변하는 기술 

혁신(일부는 구글 같은 대형 테크 기업과 직접 경쟁),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량을 낮춰야 

한다는 소비자 요구 등 수 많은 주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앞다투어 경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동차 업체들은 운전대, 페달, 좌석, 엔진, 브레이크 등 자동차를 구성하는 3만 개 

이상의 부품을 비롯하여 손바닥에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핵심 부품인 엔진 제어 장치(ECU, 
engine control unit)를 재점검하는 등 엔진 성능을 향상시키고 차량 무게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제조 선도 기업이 주요 부품을 최적화하기 위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하여 중량은 줄이고 열 성능은 향상시켰다.

일본 덴소, 작지만 
강력한 자동차 부품인 
엔진 제어 장치를 
책임지다
작성: 야스오 마츠나카(YASUO MATSUNAKA)

금속 절삭 방식으로 제작한 ECU 컨셉 모델. 이미지: 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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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U는 엔진에 필요한 적절한 연료 공급을 결정하는 전자식 연료 

분사 제어 시스템이다. 엔진의 “두뇌”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연료 주입량과 타이밍을 최적화해 운전 성능을 높이고 

유해 배출물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선도적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일본의 덴소(DENSO 
Corporation)가 2019년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ECU 

재설계로 프로페셔널 컨셉 부문에서 수상했다. 70년 전 

설립된 덴소는 현재 자율주행차 및 전기 자동차, 인공지능

(AI), 모빌리티 서비스 (MaaS, mobility as a service)를 

개발하고 있고 양자 컴퓨팅에 대한 기술까지 다루고 있다. ECU를 

최적화하기 위해 덴소의 제품 설계 부서 아키라 오카모토(Akira 
Okamoto) 프로젝트 어시스턴트 매니저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사용해 부품의 경량화와 열 성능 개선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달성했다.

오카모토 매니저는 건설 및 농업 기계용 소형 디젤 엔진에 

장착하는 ECU를 개발하고 있으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워크플로에 통합하여 최신 컨셉 모델을 제작했다. 오카모토 

매니저는 “처음부터 가볍게 만드는 것을 염두에 두고 부품을 

설계한다.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사용하면 무게를 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엔진의 “실내 온도”는 최대 120°C까지 올라갈 수 있다. 문제없이 

작동하려면 ECU 하드웨어의 온도가 그보다 낮아야 하며 온도가 

약 105°C인 엔진 블록과 접촉하는 위치에서 열을 분산시켜야 

한다.

오카모토 매니저는 “열을 잘 분산시키는 형태를 경험에 비추어 

시각화할 수 있다. 그러나 경량 설계에서는 열을 배출하는 통로가 

적어 열전달 효율이 떨어진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사용하면 

더 가벼우면서도 열 분산 특성을 그대로 간직한 새로운 형태의 

부품을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다른 각도에서 본 ECU 컨셉 모델

(상단). 

 

덴소 제품 설계 부서의 아키라 

오카모토 2차 제품 개발 부서장 

(좌측). 

 

이미지: 덴소

https://www.denso.com/kr/ko/
https://www.denso.com/kr/ko/
https://ifworlddesignguide.com/our-awards/professional-awards/if-design-award-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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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달 딜레마 해결 

오카모토 매니저는 연구 중 열 관련 설계변수를 

제공하지는 않는 오토데스크 Fusion 360(퓨전 360)

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기능을 사용했다. 그는 “열을 

계산하기 위해, 열을 하중으로 처리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열을 분산해야 하는 영역에 하중을 추가하여 최적의 

형태를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덴소는 이 프로세스에서 

니치난 그룹(Nichinan Group)의 파트너들, 디자이너 

사토시 야나기사와(Satoshi Yanagisawa) 및 유지로 

카이다(Yujiro Kaida)와 협업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서 AI는 설계자가 제공한 

설계변수에 기반해 다양하고 풍부한 설계 옵션을 

제공한다. 그러면 사람이 이들 중 적당하지 않은 설계를 

버리고 적절한 것을 수용하는 선택의 과정을 거쳐 최적의 

설계를 골라낸다. 오카모토 매니저는 “ECU 설계 작업은 

시행착오의 과정이었고 사용할 수 없는 설계가 많이 

생성되었다. 그러나 사용할 수 있는 변형들이 유사한 

형태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모델을 3D 프린팅해 부품 주변에서 

열이 어떻게 흐르는지 파악하기 쉬워져서 마음에 들었다”

라며, “많은 모델은 처음 볼 때는 못생겼지만 점차 이런 

설계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된다. 최종 설계물은 기존 

방식을 이용해 제작할 수 있도록 수정한 아름다운 형태를 

가진다”고 말했다.

생산을 위한 설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제작한 물체는 3D 프린팅 

없이 생산하기 힘들어서 대량 생산에는 부적합하다. 

오카모토 매니저는 “수만 개의 부품이 필요할 때는 비용과 

제작 시간이 문제가 된다”고 말한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연구팀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요소들을 기존 

다이캐스팅 몰딩(die-cast molding)으로 생산할 수 

있는 부품으로 통합했다.

이를 위해 기하학적 형태의 회로판 덮개를 제작하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 만든 프레임에 통합했다. 

오토데스크 Alias SpeedForm(알리아스 스피드폼)

과 Fusion 360이 본체 전체를 다듬어 매끄러운 형태를 

만들기 위해 활용되었으며 기존 제조 방법을 통해 생산을 

위한 조정 작업을 진행했다. 오카모토 매니저는 “각 부품의 

필수적인 요소를 조합해 유닛 전체의 형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결과물의 금속 절단 모형을 직접 장착형 ECU 컨셉이라고 

부른다. 오카모토 매니저는 “무게가 12% 감소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기존의 열 분산 용량을 유지해야만 했다. 

무게 감소는 열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경로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능이 동일하기 때문에 부품의 발열 

용량이 기존 부품 대비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중간에 있는 컨셉 모델이 회로판 덮개와 왼쪽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프레임을 결합한다. 오른쪽에 있는 모델은 기존의 일반 용도 디자인이다. 이미지: 덴소.

https://www.autodesk.co.kr/products/fusion-360/
https://www.nichinan-group.com/
https://www.autodesk.co.kr/products/alias-products/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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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모토 매니저가 위상 최적화처럼 무게 감소를 위한 

다른 접근법을 시도한 적이 있지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프로젝트 

완료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오카모토는 “속도를 

내는 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비교적 빠른 시간 내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대규모 ECU를 통해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 단계의 

설계 작업에서 더 세분화할 수 있는 영역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별 부품 하나하나를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훨씬 가벼운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이 결과를 ECU만이 아니라 다른 부품에도 

적용할 수 있다. 자동차를 전체적으로 가볍게 만들려면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아직은 

고객에게 제안하기 위한 모델이지만 전자식 제품을 

넣고 실제 결과를 보기 위해 성능을 테스트하는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작한 엔진 블록에 ECU 유닛을 직접 장착하기 위한 

프레임. 이미지: 덴소.

일본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연재해 후 두 학생이 어떻게 가볍고  
주문 제작 가능한 구명용 드론을 개발했는지 알아본다.

다른 각도에서 본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제작한 초기 ECU 프레임. 이미지: 덴소

제공: X-Vein 

https://redshift.autodesk.co.kr/life-saving-d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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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인간과 기계가 협력하여 
강력하고 효율적이면서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게 한다. 
그 목표가 중량 최소화이든 부품 통합이든, 혹은 성능 
개선 또는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이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소프트웨어가 이를 가능하도록 돕는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이점:

시간 절약

사람이 불과 몇 가지 설계 옵션을 만드는 동안 컴퓨터는 수많은 

옵션을 생성하는 동시에, 여러 번 반복을 거쳐 어떤 설계가 성능이 

더 우수한지 입증하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창의성 증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일상 업무를 자동화해주므로 디자이너 

및 설계자와 엔지니어들이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결과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비용 절감

초기 설계 과정에서 시뮬레이션 및 테스트를 진행하여 설계 후반 

및 제조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변경 작업을 줄일 수 있다.

연료 혁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통해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며, 하이브리드 제조는 설계부터 

제조까지의 전 프로세스를 가속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독일 뮌헨공과대학교 
인간형 로봇 디자인의 진보는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변화

자세히 보기

폭스바겐(VOLKSWAGEN)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도움 받아 클래식 VW 버스 
재구상

동영상 보기

과거에서 미래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사용하여 클래식 밴을 업그레이드하고 인간의 
두뇌에 대한 연구를 돕는다.

https://www.autodesk.co.kr/redshift/humanoid-robot-design/
https://www.autodesk.co.kr/customer-stories/volkswagen-generative-design


스마트한 제작의 미래

더 많은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redshift.autodesk.co.kr

뉴스레터 구독 

redshift.autodesk.co.kr/newsletter

오토데스크 팔로우 하기

facebook.com/autodeskkorea 
twitter.com/autodesk 
instagram.com/autodesk 
youtube.com/오토데스크코리아 
linkedin.com/company/auto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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