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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후면에 적용된 엔지니어링 기반 및 재료지각 기반
재료선택방법의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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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f Material Selection Method Based on Engineering and
Material Perception Applied to the Smartphone Rear Panel
Jaeho Choi*
Department of Advanced Metal and Materials Engineer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Gangneung 25457, Republic of Korea
Abstract: Smartphones were launched in the market as a product in the early 2000’s. Today, less than 20
years later, the smartphone has become one of the most frequently used devices for human contact. The
market is saturated, and competition between products has intensified, and it is not difficult to find products
that are culled. To be selected by consumers, product differentiation must be outstanding, which is not easy
when the basic technology is standardized. Currently, competition in the fields of cameras and displays is
intensifying, but it is expected that advanced technology will become commonplace in the near future. There
are several ways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and differentiation of a product, for example, by considering
the technical aspects, or making the personality of the product unique. Consumers communicate with
products through materials. The process and selection of materials suitable for the design requirements of
a product is a very important component in competitive product manufacturing. The final material selection
is performed by dividing the design requirements into function, constraints, personality, objectives, and
supporting information aspects, and the selecting materials suitable for each stage. By capturing the overall
concept as a function, the processes of selecting materials that meet the constraints, determining the type of
material that matches the personality, and using the objectives to obtain the top-ranked materials, the final
material suitable for all conditions can be selected by referring to supporting information from the top-ranke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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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다른 제품보다 탁월한 차별성이
있어야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제품의 가치가 높아야

소비자는 제품을 선택하고, 생산자는 제품에 적합한 재

한다. 제품의 가치는 여러 방면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성

료를 선택한다. 제품은 소비자에게 선택되어야 그 생명력

능이 우수하거나, 사용이 편리하거나, 미적으로 뛰어나거나,

이 살아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제품을 필요에 의해서

개성이 독특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면 등으로 평가될 수 있

선택하지만, 요즘처럼 제품으로 포화된 세상에서는 필요해

다 [1]. 제품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생산자에게는 제품의 가

서가 아니라 좋아해서, 그냥 갖고 싶어서 제품을 선택하는

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며, 그에 따라 생산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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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에서도 여유가 생긴다. 또한 제품가격 대비 가치도 유
지 또는 향상되므로 소비자도 만족할 수 있다. 물론 생산
경비를 낮추고 제품가격을 낮추어 가격 대비 가치를 높이
는 방법도 있으나,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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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차원에서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소비자는 재료를 통해서 제품과 교감하고 소통하며 제품
을 경험한다. 재료는 기술적 기능과 제품의 개성을 부여한
다 [1,2]. 따라서 제품에 적합한 재료의 선택은 혁신적인
제품디자인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제품디자이너는 재료
선택 과정에서 다섯 가지 측면, 즉 엔지니어링(Engineering),
사용(Use), 환경(Environment), 아름다움(Aesthetics), 개성
(Personality) 측면 [3]과 여섯 가지 영역, 즉 감성적
(Emotional), 연상적(Associative), 지각적(Perceptive), 감각
적(Sensorial), 물리적(Physical), 사용적(Use) 면을 고려한

Fig. 1. The strategy for materials selection [6-9]

다 [4]. 또한 재료의 경험적 특성을 중심으로 디자이너 측
면과 소비자 측면의 차이를 고려한다 [5].
제품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Ashby의 엔지니어링 기반 재료선택 방법은 네 단계

2. 재료 선택방법

로 구성되는데, (1) 디자인 요구사양 서술 (Translate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서 보듯이, Ashby [6,7]의 엔지

Design Requirements), (2) 제약조건을 사용한 선별

니어링 기반 재료선택방법과 Choi [8,9]의 재료지각과 제

(Screen using Constraints), (3) 목표를 사용한 순위 매김

품개성 간의 확산경계 기반 재료선택방법을 혼합한 방법으

(Rank using Objectives), (4) 보조정보를 구함 (Seek

로 재료선택을 한다. 재료선택은 대상이 되는 모든 재료에

Supporting Information)이다 [6,7]. 그리고 Choi는 소비자

서 제품의 디자인 요구사양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는 과

가 재료에 대해 느끼는 감정인 재료지각(Material Perception)

정이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요구하는 사항과 디자이너가 추구하

(1) 제품디자인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기능, 제약조건,

는 사항 간의 경계 값의 계산을 통하여 소비자와 디자이너

개성, 목표의 요소들로 디자인 요구사양을 서술하여 제품

의 생각이 일치하는 정도를 구하였다 [8,9].

의 전반적인 윤곽을 잡는다.

스마트폰은 1990년대에 처음 제작되었으며, 2007년에 현

(2) 제품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제약조건, 이를테면 재료

재의 형태와 비슷한 대중적인 제품이 되었다. 2021년, 현
재 인간과의 접촉이 가장 많은 기기 중 하나가 되었다. 스

의 강도 또는 열전도도가 어느 이상 되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통하여 그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많은 재료들을 고

마트폰은 주로 정보를 얻거나 다른 사람들과 연결을 하거

려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은행업무와 쇼핑을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거

(3) 소비자가 재료에 대하여 느끼는 재료지각과 디자이

나 재미를 위해서 사용된다. 미래에는 연결망, 프로세서, 센

너가 추구하는 제품개성 간의 경계의 폭을 통하여 제품에

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메모리, 배터리 등의 발달로 사

적합한 재료의 종류, 예를 들어 금속, 세라믹, 플라스틱, 목

무와 소비자의 사용영역에서 획기적인 성능향상이 이루어

재 중에서 한 종류를 선택한다.

질 것이다. 스마트폰은 다양한 디자인 특징과 판매가격으

(4) 제품디자인의 목표, 예를 들어 가능한 한 고급스럽게

로 시장에 출시되어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소비

또는 가능한 한 가볍게 등의 목표를 이용하여 선택된 재료

자가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이유로는, 단지 새 모델로 교체

들의 순위를 정한다.

하고 싶은 사회경제적인 이유, 부주의하게 사용되어 손상
되는 이유,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적인 이유 등이 있

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선택을 한다.

(5) 순위에서 상위에 있는 재료들에 대한 다양하고 자세

다.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빨라지는 교체주기로 인하
여 제품가치, 즉 경쟁력 있는 제품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후면 재료선택의 사례를 통하여 스마

3. 스마트폰 후면 재료선택

트폰 후면의 기능과 독특한 개성 향상의 디자인 요구사양

3.1 디자인 요구사양

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결과, 즉 선

기능적인 측면으로 살펴보면, 스마트폰 후면은 외부의 영

택된 재료에 대하여 알아본다.

향으로부터 내부의 전자부품을 보호하고, 사용 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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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열을 방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색감, 질감 등의 느

바닥과 충돌하므로 디자인 요구사양에서는 1.5 m 가장자리

낌으로 제품의 개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낙하를 기준으로 삼는다. 또한 안전계수를 2로 잡으면

제약조건 측면으로 살펴보면, 인간과의 접촉이 가장 많

13.6 kJ/m2의 충격강도(Impact Strength, GIC)가 요구된다.

은 기기 중 하나인 스마트폰은 소비자의 사용에 따라 많은

개성적인 측면으로 살펴보면, 스마트폰 후면은 단순히 제

외부적인 영향에 처해진다. 사용 시 부주의로 바닥에 떨어

품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의

뜨리는 경우, 심한 충격을 받아 파괴에 이르기도 하는데,

독특한 개성을 살리고 있다. 디자이너는 소비자의 취향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번의 낙하시험(drop test)을 수

맞는 개성을 재료로부터 느끼는 소비자의 지각을 통하여

행한다. 낙하시험 [10-14]은 제품을 일정 높이에서 딱딱한

적절하게 제품에 부여할 수 있다. 디자이너의 의도와 소비

표면으로 자유 낙하시키는 시험이다. 1 m 낙하시험은 바지

자의 느낌의 간격이 작을수록 제품의 가치는 상승한다.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넣고 뺄 때 실수로 떨어뜨리는 경우

목표적인 측면으로 살펴보면, 주머니 안에서 다른 물건

를 대비하여 시험을 하며, 위치에너지와 바닥과 충돌 시
접촉되는 면의 면적을 기준하여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후

들과 접촉하거나 딱딱한 물체 위에 놓고 사용할 때 후면의
표면에 흠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긁기시험(scratch

면의 면의 경우, 0.17 kJ/m2, 후면의 가장자리의 경우,

test) [14-16]을 한다. 긁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경도

2

4.5 kJ/m 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에 해당된다. 또한 1.5 m 낙

의 재료가 요구된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시 발생하는 열

하시험은 윗옷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넣고 뺄 때나 서서 스

을 밖으로 빨리 발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높은 열

마트폰을 보다가 떨어뜨릴 경우를 대비하여 시험을 하며, 후

전도도가 요구된다. 그리고 가벼워야 사용에 편리할 것이다.

면의 면의 경우, 0.25 kJ/m2, 후면의 가장자리의 경우,

이와 같은 디자인 요구사양을 종합하여 표 1에 나타낸다.

2

6.8 kJ/m 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에 해당된다. 그런데 소비자
의 실수로 스마트폰을 떨어뜨리는 경우, 대부분 가장자리로

3.2 제약조건을 이용한 재료선택
스마트폰을 실수로 떨어뜨릴 경우 후면의 파괴방지를 위

Table 1. Design requirements for smartphone rear panel.

Function
Constraint
Personality
Objective

• protection of components from external
influences
• heat dissipation
• impact strength, GIC>13.6kJ/m2
(use a safety factor of 2)
• using material perception
• high hardness
• high thermal conductivity
• low density

해 일정한 충격강도 이상의 성질을 가진 재료가 요구된다.
이러한 충격강도를 후면 재료선택의 디자인 요구사양 제약
조건으로 정하였으며, 그림 2에 안전계수 2를 고려하여
13.6kJ/m2 이상인 재료를 CES Selector [17]의 재료선택차
트(material selection chart)로 선별하여 나타내었다.
좌표축은 탄성계수(E)와 파괴인성(KIC)을 로그 값으로 표
시하였으며, 충격강도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Fig. 2. Material selection chart for impact strength. Materials above the sloped line have an impact strength value greater than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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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응답자들은 이 연구의 목적과 재료지각의 의미

2

K
GIC = ------ICE

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응답 시 각자의 느낌을 표현하
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모든 응답자의

이 식의 양변에 로그 값을 취하고 그림 2의 좌표에 맞

선택을 기준으로 각각의 재료지각에 대한 상대빈도(relative

게 식을 정리하면, 기울기가 1/2인 사선을 얻는데, 각 사선

frequency)를 이용하여 극단적인 값뿐만 아니라 상보적인

에 해당되는 충격강도는 탄성계수가 1일 때의 파괴인성 값

값, 즉 중간 성격의 값을 구할 수 있다. 표 2에서 보면,

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각 사선은 일정한 충격강도를

금속은 응답자의 80%가 공격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가지며, 그림 2의 사선 위에 있는 모든 재료들은 13.6의

70% 이상의 응답자가 선택한 지각은 그 재료의 고유한 특

충격강도를 갖는다. 이 사선을 경계로 위쪽에 위치한 재료

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8], 표 2에 굵은 글씨로 표시되었

들은 13.6 이상의 충격강도를 가지며, 제품디자인에서 요

다. 이를테면 금속은 공격적이고, 단단하고, 차갑고, 진지하

구되는 조건, 즉 제약조건을 만족한다. 제약조건을 만족한
재료들은 그림 2에서 다른 재료들과의 구별을 위해서 색을

고, 성숙하며, 플라스틱은 수동적이고, 유행에 따르고, 연하
고, 익살맞고, 젊으며, 목재는 수동적이고, 따뜻하다고 소비

활성화하여 표시하였으며, 대표적인 재료들을 나열하면, 금

자가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표 2에 제시된 6개의

속으로는 알루미늄, 구리, 철, 금, 은, 납, 니켈, 타이타늄,

형용사 쌍은 연구대상인 금속, 플라스틱, 목재의 재료지각

아연 등이 있고, 플라스틱으로는 EMA, EVA, PA, PB,

을 조사하는데 있어서의 신뢰도와 연관성을 비율검정

PE, PI, PVC 등이 있고, 천연재료로는 가죽, 목재 등이

(proportion test)과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으로 검증

있다. 그 외 제약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재료들은 재료선택

한 쌍들이다 [9].

과정에서 제외된다.

소비자가 느끼는 재료지각과는 달리, 디자이너가 제품에
부여하고 싶은 제품개성에서는 정확한 의미 부여가 가능하

3.3. 재료지각을 이용한 재료선택

므로 의미분화(Semantic Differentiation)를 [18] 사용한다.

제품개성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10:0 에서 0:10 까지의 11점 척도를 이용하여 연속적인 값

중에서 제품에 사용된 재료에 대한 소비자의 재료지각을

으로 제품개성을 나타낼 수 있다. 척도를 언어적으로 표현

이용하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다. 재료지각은 소비자가 느

하면, 5는 중립적으로(neutrally), 6은 약간(slightly), 7은

끼는 감정이며,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정해

꽤(fairly), 8은 아주(quite), 9는 매우(very), 10은 대단히

진 규칙, 즉 식에 의해서 계산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extremely)로 나타낼 수 있다. 예로써, 한 디자이너가 여러

개별적으로 의견을 구하는 설문조사 방식으로는 재료지각

가능한 경우 중 다음과 같은 개성을 부여하고 싶다고 하자;

의 비율, 즉 성향을 구할 수 있다. 설문조사는 응답자가
선택하기에 용이한 방식인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디지

공격적인-수동적인 (7-3), 고전의-유행의 (2-8), 단단한-연한

털 논리(digital logic)를 이용한다.

젊은 (3-7). 표 3에 위의 디자이너가 부여하고 싶은 제품

표 2에서 보듯이, 각각의 재료에 대한 지각을 양극성 형
용사 쌍(bipoar adjective pairs)으로, 예를 들어 금속이 공

(7-3), 따뜻한-차가운 (2-8), 익살맞은-진지한 (6-4), 성숙한개성과 소비자가 느끼는 재료지각과의 일치의 정도를 보여
주고 있다.

격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느껴지는가를 응답자가 선택하

그 일치의 정도는 δ 로 표시하며, 소비자가 느끼는 재료

도록 한다. 스마트폰 후면 재료선택을 위해 실시된 설문조

지각과 디자이너가 부여하고픈 제품개성과의 유클리드 거

사의 응답자는 21~25세의 신소재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리(Euclidean distance)로 계산할 수 있다 [8,9]. 계산 결

59명으로 설문에 나와있는 재료의 종류를 충분히 구별할

Table 3. δ values for smartphone rear panel.

Table 2. Index of material perceptions by users.

Aggressive Passive
Classic
Trendy
Hard
Soft
Warm
Cold
Humorous Serious
Mature
Youthful

Metal
0.80 0.20
0.42 0.58
0.93 0.07
0.14 0.86
0.14 0.86
0.73 0.27

Plastic
0.24 0.76
0.29 0.71
0.15 0.85
0.51 0.49
0.85 0.15
0.19 0.81

Wood
0.25 0.75
0.63 0.37
0.56 0.44
0.88 0.12
0.54 0.46
0.66 0.34

Aggressive - Passive
Classic – Trendy
Hard – Soft
Warm – Cold
Humorous – Serious
Mature – Youthful
δ

Metal
0.10
0.22
0.23
0.06
0.46
0.43
0.25

Plastic
0.46
0.09
0.55
0.31
0.25
0.11
0.29

Wood
0.45
0.43
0.14
0.68
0.06
0.36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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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aterial selection chart for density and hardness.

과, 금속의 경우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디자

선택차트로 선택한 결과이다. 차트의 왼쪽, 윗부분으로 갈

이너의 의도에 가장 적합한 재료는 금속임을 알 수 있다.

수록 목표에 적합한 재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도와 밀

금속으로 재료가 선택된다면, 표 3의 수치에서 확인되듯이,

도,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위치의 재료는 뚜렷하게

디자이너가 의도했던 제품개성 중에 꽤 공격적이며, 아주

찾아볼 수는 없다. 철 합금의 경우 경도는 높으나 무겁고,

차가운 개성은 잘 반영된 것이며, 아주 유행적이며, 꽤 단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 가벼우나 경도가 조금 낮고, 타이타

단한 제품개성은 비교적 잘 반영된 것이다.

늄 합금의 경우, 중간 정도의 값을 갖고 있어, 어느 재료
가 목표에 확실하게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모두 1차

3.4. 목표를 이용한 재료선택
제약조건과 재료지각을 이용한 디자이너의 제품개성 부
여에 적합한 재료선택 결과 일부의 금속이 선택되었다.

적인 후보가 될 수는 있다고 판단된다.
1차적인 후보들을 대상으로 재료선택의 다른 목표인 열
전도도를 이용하여 재료선택차트를 구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3은 재료선택의 목표인 긁힘방지를 위한 높은 경도

열전도도가 높고, 밀도가 낮은 재료는 차트의 왼쪽 윗부분

와 사용의 편리함을 위한 낮은 밀도 성질을 이용하여 재료

에 위치한다. 그림 3에서의 1차후보였던 철과 타이타늄 합

Fig. 4. Material selection chart for density and thermal con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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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pporting information for top-ranked materials.

Al 2024
Al 3013
Al 5005
Al 6061
Al 7075

Yield Strength [MPa]
248 ~ 372
133 ~ 147
138 ~ 152
103 ~ 124
100 ~ 110

Tensile Strength [MPa]
359 ~ 510
147 ~ 163
152 ~ 168
172 ~ 241
214 ~ 236

Maximum Service Temperature [oC]
110 ~ 170
130 ~ 200
130 ~ 200
110 ~ 170
110 ~ 170

금은 아래로 많이 치우쳤고, 알루미늄 합금은 왼쪽 윗부분

재료지각, 제품목표로써 경도, 열전도도, 밀도, 보조정보로

에 위치한다. 따라서 재료선택의 모든 목표에 적합한 재료

써 항복강도, 인장강도, 최대사용온도, 물과 바닷물, 자외선

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판단된다. 선택된 알루미늄 합금 중

에 대한 내구성, 제조공정의 에너지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에 순위를 정하면, 아래 표 4의 5개 합금이 상위순위로

발생량 등이 있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제약조건으로, 스마

정해진다.

트폰 낙하 시 후면 파괴방지를 위해 일정한 충격강도 이상
에 해당되는 재료를 구하여 금속, 플라스틱, 천연재료에 속

3.5. 보조정보에 따른 재료선택

한 재료들이 선택되었으며, 재료지각을 통하여 디자이너가

디자인 목표에 의한 순위 매김을 한 결과, 5개의 재료가

추구하는 의도에 맞는 재료종류로서 금속이 선택되었으며,

선택되었는데, Al 2024, Al 3013, Al 5005, Al 6061,

제품목표를 이용하여 5가지 알루미늄 합금이 선택되었으

Al 7075 이다. 이번 단계에서는 이 5개의 재료에 대한 다

며, 보조정보를 참고하여 스마트폰 후면에 가장 적합한 재

른 성질들을 비교하여 최종 1개의 재료를 선택하는 과정

료로서는 최종적으로 Al 2024가 선택되었다.

이다.

엔지니어링과 재료지각 기반 재료선택방법을 방대한 데
이터베이스의 소프트웨어와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표 4의 자료는 CES Selector [17]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스마트폰 후면은 사용 시 충격으로 인한 변형을 방지해야

후면의 재료선택에 적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원하고, 디자이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높은 항복응력이 요구되며, 후면 모

너가 추구하는 제품에 대한 최적의 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서리의 제조공정에서 불균질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높

고 판단된다.

은 인장응력 그리고 항복응력과 인장응력의 큰 차이가 요
구되므로, 표 4에서 Al 2024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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