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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Shot에서 
직접 3D 프린팅:  
Priority  
Designs가 
디자인 워크플로를 
간소화한 방법

 
이전에는 파트를 제작하는 
데 일주일 이상 걸렸습니다. 
하지만 KeyShot과 J55를 
이용하면 프린트할 파일을 
보낸 후 다음 날 아침에 
작업이 완료됩니다.”
 
Billy Rupe

프라이어리티 디자인의 프로토타입 전문가

J55에서 3D 프린팅된  
스피커 프로토타입

https://www.stratasys.co.kr/?utm_source=logos&amp;utm_medium=pdf&amp;utm_content=footer-title-page-stratasys-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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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Shot에서 직접 3D 프린팅:  
Priority Designs가 디자인 워크플로를 
간소화한 방법

좋은 제품 디자인을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경우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품 디자이너의 

역할은 컨셉을 설명하고 구현함으로써, 아이디어가 

제대로 작동할 뿐 아니라 사용자 친화적이며 

심미적으로도 만족스럽도록 하는 것입니다. Priority 

Designs(이하 프라이어리티 디자인)는 이처럼 

까다로운 디자인 컨설팅 분야에서 검증을 받은 

선도업체입니다. 

프라이어리티 디자인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위치한 산업 디자인 컨설팅 회사입니다. 프로토타입 

전문가인 Billy Rupe의 표현에 따르면, 이 회사에서는 

고객과 협력하여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제작합니다. 

프라이어리티 디자인은 제품 디자인을 문제 해결의 

한 가지 형태로 여기며, 고객을 위한 솔루션을 찾아 

제조가 간편하고 사용하기 쉬우며 더 잘 작동하는 

제품을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제품 디자인의 핵심은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며, 저희는 사용자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무언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산업 

디자이너 Emily Stokes는 설명합니다. 

프라이어리티 디자인은 최신 프로토타이핑과 디자인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춘 크로스펑셔널(CF)팀을 통해 

디자인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고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타이핑 툴 중에는 적층 제조 

기술이 있으며 최근 Stratasys의 PolyJet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프라이어리티 디자인의 CF팀은 최신 PolyJet  

3D 프린터이며 사무 환경에 적합한 J55를 도입했을 

때 프로토타이핑 과정이 변화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프로토타이핑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툴이 

사용되며, 특히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 팀은 펜과 

종이를 사용한 스케치, 디지털 렌더링 및 Photoshop 

이미지를 활용하여 협업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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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어리티 디자인의 선임 산업 디자이너인 Ludwin 

Mora는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빠르게 

디자인을 만든 다음 이를 게시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디자인에 대해 의견과 설명을 제시합니다. 저희의 

차별화된 요소 중 하나는 누구나 자신의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프라이어리티 디자인의 CF팀은 촉박한 일정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더 많은 정보와 피드백을 

얻는 과정에서 전환과 역추적을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준비를 최소화하면서 손쉽게 

변경하고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수 있는 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라이어리티 디자인의  

CF팀은 디자인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디지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임 산업 디자이너 Ryan Berger는 “가끔 CAD 

모델에만 치중한 나머지 CAD로 무한정 확대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배율을 놓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크기의 제품을 디자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Berger는 디자인과 실제 제품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초기 디자인 과정에서도 실물 모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PolyJet 기술의 멀티 컬러, 복합 재료의 특성과 

효율적인 워크플로 소프트웨어 덕분에 PolyJet은 제품 

디자인 과정에 적합합니다. 

J55와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팀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 일체형 블루투스 스피커를 

디자인했습니다.

SOLIDWORKS에서 먼저 컨셉을 디자인한 다음 

세부적인 CMF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KeyShot®

에서 수정을 거쳤습니다. 3MF 파일 형식을 이용하여 

KeyShot에서 GrabCAD Print로의 전환이 손쉽게 

이루어졌으며, 몇 시간 후에 아이디어를 계속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트에 질감을 추가하는 것과 

같은 골치 아픈 디자인 문제가 해소되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upe는 “이전에는 파트를 모델링하는 데 일주일 

이상 걸렸습니다. 하지만 KeyShot과 J55를 이용하면 

프린트할 파일을 보낸 후 다음 날 아침에 작업이 

완료됩니다”라고 말합니다. 

KeyShot 10 렌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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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간소화된 워크플로는 향후 프로젝트에 대한 

팀의 접근 방식과 관련하여 커다란 시사점을 줍니다. 

프라이어리티 디자인은 제품 디자인 과정 전반에 걸쳐 

KeyShot을 사용하여 대규모의 재료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렌더링을 통해 고객에게 아이디어를 

전달합니다. 간단한 절차만으로 KeyShot 렌더링을 

직접 3D 프린팅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실제 

프로토타입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Stokes는 “한 단계만 수행하면 KeyShot에서 

GrabCAD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한 파일에 모든 

패키지가 담겨 있으며 파일을 완벽하게 GrabCAD로 

가져와 프린팅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J55와 GrabCAD Print 워크플로는 프로토타이핑 

기간을 몇 주나 단축할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감합니다. 

풀 컬러의 복합 재료 모델은 제작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D 프린팅은 다른 기술보다 더 적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므로 프라이어리티 디자인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심미적인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기간이나 전체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디자인 부서의 인턴인 Alicia Koslowski는 “디자인 

과정에서 풀 컬러 3D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입니다. 실제와 유사한 모델에 대한 디자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J55에서 3D 프린팅된 다양한 초기 C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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