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로 140여개 부품이 들어간 모토사이클 시제품화 성공
디자이너라면 공통적으로, 디자인이 현실로 재현 될
때 비로소 디자인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지만 탐 크루즈와 데이비드 베컴과 같은 특별
고객을 보유한 고급 오토바이 Confederate Motors
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고객들이 맞춤형 라이드를
요구할 때 문제가 되곤 했다. 140여개 이상의 다양한
3D프린팅 파트들로 이루어진 P51 Combat Fighter
motorcycle을 위한 완벽한 조립 키트를 발전시키려 한
것이 바로 3D프린터 및 3D솔루션을 제공하는
3DSystems와 협업한 이유였다.
최종 결과는 Confederate Motors사가 추구하던 미적
디자인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탄생했으며 이들은 이제
3D프린팅을 활용하여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바이크들을 제작해 낼 예정이다.
Confederate Motors사는 미국 고급 모토사이클
바이크 제조사로서 오토바이 애용자들이라면 설명할
것도 없이 누구나 다 아는 브랜드이다. 최고 전문
엔지니어들과 함께 이들은 골대만 있는 미니멀리즘
스타일로 독특한 디자인을 전문화시켰다. 25년 전에
설립되어 극소형의 파트들부터 최근까지 각 바이크를
위해 60여개의 다양한 기계들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가 혁신적인 바이크 부품을 출시할
때마다 이들의 명성은 고퀄리티 모터사이클의 상징이
되어갔다.

그러나 제작 과정 중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 되었다.
P51 Combat Fighter motorcycle의 발전을 위해
Confederate Motors사는 3DSystems사의 SLA와
SLS 3D프린팅 솔루션을 도입해 발전시켜나갔다.
2014년 첫 미팅 후 이들은 이들이 필요한 100
여개의 부품 프린팅에 있어 3DSystems 프린터가
최적화된 프린터라는 것을 빠르게 결정했다.
작업 과정에 감명을 받은 이들은 제조 과정과
완벽한 3D프린팅 메탈 조립 키트를 위한 팀을
구성했다.

Confederate Motors 사의 F131을 타고 있는 탐크루즈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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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DSystems사의 서비스는 시제품과 140여개
이상의 오토바이 부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었다. 모든
파트들은 복잡도와 크기 면에서 열쇠부터 엔진
부품까지를 포함하여 폭넓고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엔진 부품, 와이어링, 휠, 타이어와 라이트까지 예외
없이 정확하게 조합이 맞았다. 심지어 탄소섬유
방현재까지 3DSystems재료 Accura® Peak로 3D프린팅
되었다.
프로덕션 매니저 Jason Reddick은 대부분의 시제품들이
퀄리티를 실망시켰는데 3DSystems의 모델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가 3D프린터 도입에 있어 보류를 했던 것은
시제품 파트를 만들 때 기업들이 광고했던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G2 P51을 위한
3DSystems 시제품 파트는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나왔고 우리가 요구했던 시간에 정확히 나왔습니다.
여태 해왔던 시제품 제작 중 최고의 시제품이었어요.” 프로덕션 매니저 Jason Reddick
물론 3D프린팅 될 수 없었던 일부 파트들이 있었고
이런 경우 3DSystems사의 QuickCutCNC과정을 사용해
생산했다. 그 중 하나는 P51의 탄소 화이버 파트였다.
모토사이클 사람들은 매우 감명 받았다. “3DSystems
사는 고체 재료의 외부 형태와 모양까지도 디자인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장비들은 매우 정확해서 아주 사소한
변화들로 시제품부터 실제 제품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이 필요하다면, 미세한 기계
수정으로 궁극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운 P51 Combat Fighter의 탄생이었다.
이 사이클은 사이클계에서 찬사를 받는 디자인으로
수많은 후기들을 받았다.
“Confederate Motors사는 이들이 하려던 디자인을 해낸
것 같습니다. 여태 내가 봤던 사이클 중 최고의
구동력과 배기음, 그리고 독특한 미적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Confederate Motors사의 3D프린터를 활용한 제조
경험은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가 정말 잘하는 디자인을 어떻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이는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전체 프로그램이 변화됐고 우리가 지금 작업
중인 모토사이클 뿐만 아니라 차기 3-4년 후를 위한 4-5
개의 새로운 바이크 디자인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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