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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충격 조건 하 휴대폰 파손 방지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 연구

주요어 : 휴대폰, 디스플레이, 파손 방지, 디자인 가이드

학  번 : 2017-22208

오늘날 스마트폰은 25억명 이상의 고객이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사용자

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관련 기술은 나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휴

대폰 사용 주기는 반대로 짧아지고 있다. 이러한 휴대폰 교체의 주된 원

인의 42%가 고장 및 파손이며 특히 디스플레이가 파손된다면 각종 정

보 사용이 불가능하여 소비자에게 불편함 및 불만을 만들 수 있고 구매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객 실사용 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구물 충격 유형에

서의 디스플레이 파손 방지를 위한 설계 단계 디자인 가이드에 관한 내

용으로서 디스플레이 파손을 예측하기 위하여 5가지 설계 변수를 설정

하고 기능 변수인 낙하 시 디스플레이 발생 응력 간 상관 관계 분석을

최적 설계 방법인 다구치 실험계획법(Taguchi DOE)를 통해 진행 

하였다. 설계 변수와 기능 변수간 함수는 Log 유형을 보임을 

발견하였고 이를 선형 함수 변환하여 DFI(Display Fracture Index) 

함수로 정의 하였다. DFI(x)와 디스플레이 발생 응력(y)간 함수는 

96%의 정확도로 예측되었고 10종의 실제 모델 실험을 통하여 유효성을 

검증하였고 DFI 4를 기준으로 디스플레이 파손 유무가 평가되어 

실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안된 DFI함수는 기존의 수많은 설계 시행 착오를 대체하여 개발 

초기 단계에서 디자인 가이드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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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와 기능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과 이를 토대로한 디자인 가이드 

도출이 이 연구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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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는 2013년 13억 1120만명에서 2014년 16억 

399백만명을 기록, 2015년 19억 1460만명에 이어 2016년에는 전세계 

인구의 약 1/4에 달하는 21억 55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스마트폰 유저 증가세는 2013년 32.4%에서 2014년 25%, 

2015년 16.8%에서 2016년 12.6%로 점차 줄어들어 2018년에는 

7.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전세계 휴대폰 사용자 중 절반에  

달하는(51.7%) 25억 6180만여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2014년 중국은 처음으로 스마트폰 사용자가 5억명을 넘어서고, 

2015년에는 러시아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4번째로 큰 스마트폰 사용 

인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2016년과 2017년에는 인도와  

미국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각각 2억명을 돌파하고, 2018년에는       

인도네시아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1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1]

이러한 휴대폰 사용자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관련 기술은 나날이 빠르

게 성장하고 있지만 휴대폰 사용 주기는 반대로 짧아지고 있다. 이러한 

휴대폰 교체의 주된 원인의 42%가 고장 및 파손이다.[2] 특히       

디스플레이는 휴대폰의 주요 부품 중 하나이며 버튼을 없애고         

디스플레이로 터치 방식으로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파손된다면 각종 정보 사용이 불가능하여 소비자에게 불편함 및 불만을 

만들 수 있고 구매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내부적인 개발 시험간 나타나는 기구 불량 항목 중 디스플레이 불

량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개발 일정 지연, 개발 시료수 증가 등 경영

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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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개발 시험 기구 불량 항목

최근의 휴대폰은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제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점점 소형화되고 얇아지는 경향인 반면, 화면은 점점 대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품 내구성 측면에서 두께가 얇아짐으로 인한   

구조적 강성 저하가 나타나며 화면 파손 신뢰성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폰과 같은 대부분의 휴대폰 화면 주변 구조는 화면을 이루는   

터치 글래스(Corning社 고릴라 글래스 범용)와 화면을 보호하고 디자인 

요소를 포함하는 기구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프리미엄 모델군의 

제품에 한해서는 메탈 소재의 프레임 구조가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보급형 모델군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제품은 기존 구조가 적용되고 있다.

제품 낙하와 같은 충격 모드에서 휴대폰  파손되는 유형은 크게 2가지

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화면에 직접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기구 

충격 유형[그림 1-2]이 있다. 휴대폰의 상/하/좌/우/모서리 방향으로   

낙하 충격이 가해질 때 나타나는데 충격 에너지에 의해 주변 기구 구조

물에 변형이 발생하며 화면도 변형에 의해 응력이 발생한다. 이 발생  

응력 수준이 파손 응력 도달 여부에 따라 화면 파손 유무가 나타난다. 

두 번째, 화면 직접 충격 유형[그림 1-3]이다. 화면 방향으로 직접  

낙하되는 유형으로 바닥의 요철이나 이물에 의한 국부 충격이 나타나  

글래스 조직이 물리적으로 견디지 못하게 된다. 파손 방지가 불가능한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화면 파손 유형인 기구 구조물 충격 유형에   

대하여 충격 보호 구조 최적 설계로 충격 시 화면에 발생되는 응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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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낮춰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1-2 기구물 충격 유형     그림 1-3 디스플레이 충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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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재 료

제 1 절. 고릴라 글래스

고릴라 글래스는 코닝社에서 제조하는 화학 강화 유리 브랜드로      

디스플레이 터치입력 방식의 휴대폰에 전 세계적으로 범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1952년의 어느 날, 코닝의 화학자 돈 스투키는 감광성 유리의 샘플을 

용광로에 넣고 온도를 600℃로 맞춰 놓았다. 용광로가 돌아가자 불완전

한 컨트롤러가 온도를 900℃로 올려버렸다. 스투키는 녹은 유리 방울과 

폐허가 된 용광로를 예상하고 문을 열어 보았는데, 수상하게도 그의   

리튬 규산염은 우유 빛깔의 판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막 최초의    

인조 유리-세라믹을 발명했고 코닝 측은 나중에 이 인조 세라믹을    

강화 내열 유리, 즉 파이로세럼(Pyrocerum)이라 이름 붙였다. 코닝은 

소규모 그룹을 결성하여 이 파이로세럼을 휴대폰과 시계와 같은 기기에 

넣어서 기술을 되살릴 수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했다. 코닝의 시장 연구

를 통해 탄생한 프로젝트가 바로 고릴라 글래스 였다. [3]

  강화 유리 제조기법 중 하나인 화학 처리(chemical strengthening) 

기법[그림 2-1]은 이온교환을 통해 강화 레이어를 만들어낸다. 고릴라 

글래스처럼 알루미노규산염의 조합에는 이산화규소와 알루미늄,       

마그네슘, 나트륨이 들어가 있다. 고릴라 글래스를 용해된 칼륨염 안에 

집어 넣으면, 고릴라 글래스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확장된다. 나트륨과 

칼륨은 둘 다 원소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움직임도 

비슷하다. 칼륨염에서 나오는 고열은 나트륨 이온을 유리에서 계속    

빼내며, 나트륨 이온과 유사한 칼륨 이온이 떠 다니다가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러나 칼륨 이온이 나트륨 이온보다 거대하기 때문에 이들은   

공간을 더 타이트하게 차지한다. 유리가 냉각되면 이들은 좁아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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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서로를 쥐어 짜고 유리 표면상에 압축 응력(compressive stress) 

레이어를 형성시킨다. 열로 강화시킨 유리와 비교해 볼 때, 화학 처리에 

따른 “스터핑”이나 “크라우딩” 효과는 고도로 높은 응력을 낳는다.

코닝은 퓨전 드로 기법으로 글래스의 얇은 두께를 구현하는데 퓨전드로 

기법은 일단 탱크에 있던 용해된 유리를 꺼내서 아이소파이프(isopipe)

라 불리는 구유로 보낸다. 이 아이소파이프 안에 모인 용해된 유리가  

아이소파이프를 넘쳐나면, 아랫쪽에서 다시 합류하여 정해진 요율에   

따라 롤러가 매끈한 면으로 밀어낸다.

  개발된지 5년만에 고릴라 글래스는 하나의 재료로부터, 우리가 주머니

에 지니고 다니는 디지탈 현신이라 할 수 있을 휴대폰의 물리적인     

부분을 미학적으로 나눠주는 주요 부품으로 바뀌었다. 외부 유리를    

손대고, 움직임이 데이터로 전환되면서 화면과 몸체 사이, 전자가 흐르

는 서킷에 우리의 몸을 댄다. 노트북과 태블릿, 스마트폰, 텔레비전 등 

전 세계적으로 33개 브랜드, 750개 제품으로 나와 있다. [3]

그림 2-1 고릴라 글래스 화학 강화 공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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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1 GG2 GG3 GG4 GG5

DOL

(um)

0.4t - - 55 80 90

0.5t 40 50 55 85 100

1. 고릴라 글래스 표면 역학 특성

코닝은 고릴라 글래스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유리 표면 강화층인 DOL

을 늘리기 위해 연구 개발하였다. 강화용 염기 용액의 조성에도 변화를 

주었으며 강화 횟수 및 온도에도 변화가 있었다. [4]

(세부적인 내용은 코닝社 대외비)

  

표 2-1 고릴라 글래스 강화 깊이층 (DOL)

표 2-1과 같이 고릴라 글래스(GG)의 유리 표면 강화 깊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면 강화 층이 두껍다는 것은 압축 표면 응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며 글래스 표면에 가해지는 충격에 더 강하게 저항한다는 의미이다. 

[그림 2-2]

그림 2-2 강화층 표면 충격 역학 모사

D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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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나노 압입(Nano Indentation)과 같은 시험으로 확인할 수 

있다.[5] [그림 2-3, 2-4]

그림 2-3 나노 압입 시험 모사

그림 2-4 나노 압입 시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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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4 GG5

압입 깊이 1000 nm

파손 하중 70.8 mN 79.5 mN

경도 11.4 GPa 13.4 GPa

나노 압입 시험을 이용한 표면 파손 하중 및 경도를 살펴 보면 GG5의 

경우 기존 대비 15%의 역학적 물성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2]

표 2-2 고릴라 글래스 나노 압입 시험 결과

그렇다면 실생활 사용 조건에서도 GG5가 안전할 것인가? 두 번째,   

디스플레이 직접 충격 유형 이었던 디스플레이면 낙하에 대해서 살펴  

보면 이물에 의한 글래스 물리적 파괴가 예방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다.

그림 2-5 고릴라 글래스 낙하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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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약간의 개선이 있었지만 실사용 환경 시험에서 GG5의 경우도 

파손 발생하여 디스플레이 직접 충격 유형에 대해서는 파손 방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 되었다. 휴대폰에 사용되는 글래스 두께인 0.4t / 

0.5t / 0.7t의 경우 GG4는 낙하 높이 0.2m / 0.3m / 0.4m, GG5 

0.3m / 0.45m / 0.7m에서 파손이 발생하였다. [그림 2-5]

2. 고릴라 글래스 가공단의 역학 특성

고릴라 글래스를 휴대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및 크기에 맞도록 

강화 전 가공 공정이 필요하다. [그림 2-6]

그림 2-6 고릴라 글래스 가공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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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공정 중 원장 글래스에서 잘라낸 글래스는 끝단부 불균일 형상 및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그라인딩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다이아몬드 분말을 사용하여 폴리싱 공정까지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글래스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라인딩과 폴리싱 공정의 품질이

다. 글래스는 기본적으로 비결정형의 취성 재료이므로 공정 완료 후   

남겨진 초기 결함의 유무가 강도를 결정한다. [그림 2-7]

                            

그림 2-7 고릴라 글래스 가공 공정 후 미세 결함

이러한 공정 상의 한계로 고릴라 글래스의 역학적 강도 평가는 3축  

벤딩을 통한 가공부 강도 평가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강도는 취성 재료 

특성상 정규 분포하지 않아 웨이블(Weibull) 분포로 관리하고 있다. 

[그림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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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고릴라 글래스 3축 벤딩 시험 (3PB)

그림 2-9 고릴라 글래스 파손 분포 (Weibull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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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고릴라 글래스

1. 고릴라 글래스 파손 기준

본 연구의 목적인 낙하 충격 시 휴대폰 디스플레이에 직접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기구물 충격 유형에 대한 파손 방지 디자인 가이드 정립

을 위해서 유한요소해석(CAE)를 활용하여 가이드 함수를 도출하고자 

한다.

고릴라 글래스의 파손 기준을 해석과 실험간 상관성 분석을 통해 설정

하고자 하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축 벤딩 시험은 ASTM D790 시험법에 따라 진행 하였으며 측정   

장비는 만능재료시험기(Zwick UTM)을 이용하였고 지지축간 거리는 

30mm, 변형률 속도는 5mm/min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2-10]

그림 2-10 고릴라 글래스 3축 벤딩 시험 (3PB)

30개 시료에 대한 F-D Curve (하중 & 변위)를 측정[그림  2-11] 

하고 이 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석를 진행하여 파손 기준을 설정   

한다. 또한 탄성 계수는 KS C IED 60672-2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결정하였다. [그림 2-12]



- 13 -

그림 2-11 고릴라 글래스 하중-변위 선도

그림 2-12 고릴라 글래스 탄성 계수

시험과 해석간의 하중-변위 값에 대한 적확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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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시험과 해석간 적확도 분석, 하중-변위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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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해석 SW : LS-Dyna/Implicit

요소형상 : 자사 내부 기준

요소크기 : 자사 내부 기준

상관성 분석 결과 탄성 계수 68GPa, 글래스 가공부 파손 기준은 600 

MPa(자사 내부 기준)로 검토 되었다.

2. 검증 조건

2.1 실생활 낙하 충격 자세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복합 센서의 측정값를 분석하여 실생활      

간 발생하는 낙하 충격 자세를 분석하였다. 낙하 시 센서의 Roll & 

Pitch 값에 따라 낙하 충격 자세를 분류하였다. [그림 2-14]

                             

그림 2-14 실생활 낙하 자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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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소비자의 실생활 낙하 충격 자세는 모서리, 디스플레이면, 

배터리면, 상/하, 좌/우 측면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서리 낙하 빈도가  

높았으며 기구물 충격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 2-15]

그림 2-15 실생활 낙하 자세 빈도

2.2. 가혹 충격 조건

휴대폰 낙하 시 기구물 충격 각도 및 바닥 조건에 따라 가해지는     

충격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장 가혹한 조건을 선정하여 가혹 조

건에서도 파손 방지할 수 있는 디자인 가이드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에 첫 번째로 바닥별 충격력을 시험 검증하였다.[그림 2-16] 바닥 

조건은 탄소강, 타일, 대리석, 콘크리트로 정하여 강구 및 제품 무게인 

155g의 플라스틱 구를 낙하하고 영상을 고속 촬영하여 낙하,         

반사 속도, 순간가속도를 측정하여 충격력을 계산하였다. [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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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바닥별 볼 낙하 시험 조건

표 2-3 바닥별 볼 낙하 시험 결과

시험 조건

1. 무게 : 강구 40g, 플라스틱구 155g

2. 낙하 높이 : 0.6m

3. 낙하 속도 : V1=3.4595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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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별 충격력의 크기는 탄소강>대리석>타일>콘크리트 순으로 검토  

되었으며 충격 방지 디자인 가이드는 가혹 조건인 탄소강 바닥면 기준 

으로 검증하도록 한다.

두 번째로 낙하자세별 디스플레이 발생 응력을 유한요소해석 검증하여 

위험도를 평가 하였다. [그림 2-17]

그림 2-17 낙하 각도별 해석 검증

유한요소해석 SW : LS-Dyna/Explicit

요소 형상 : 자사 내부 기준

요소 크기 : 자사 내부 기준

낙하 높이 : 1.0m

바닥면 : 탄소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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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검증 결과 모서리 방향 25° 낙하 시 디스플레이 발생 응력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8]

그림 2-18 낙하 각도별 해석 결과

실생활 충격 빈도 및 가혹 충격 조건 검토 결과 휴대폰 모서리 방향 

25°로 탄소강 바닥에 낙하되는 것이 가장 가혹한 조건이며 기구물 충

격 유형에서 파손 방지 디자인 가이드의 검토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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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본 론 

제 1 절. 설계 변수 및 기능 변수

1. 디스플레이 보호 인자

시스템 아키텍쳐 관점에서 디스플레이가 보호되는 인자를 검토하고   

기구물의 구조적 관점에서 설계 변수와 기능 변수를 선정하고 변수 간  

상관성 분석 및 DOE를 통한 최적 설계 검토로 설계 변수와 기능     

변수 간 상관관계를 도출하여 파손 방지 디자인 가이드로 설정 하고자 

한다.

그림 3-1 디스플레이 보호 시스템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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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전
충격 시

충격 전 충격 시

그림 3-2 충격 시 디스플레이 가공부 응력 발생

충격 시 디스플레이 주변부 거동을 살펴보면 기구물의 견딤에 의해 

디스플레이가 보호됨을 알 수 있다. [그림 3-1, 그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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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변수 및 설계 변수 정의

이에 기능 변수는 디스플레이 발생 응력으로 정의하고 설계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림 3-3]

설계 변수

1. 휴대폰 무게 : 낙하 시 휴대폰에 가해지는 충격 에너지의 기본 인자

로 가벼울수록 디스플레이 보호에 유리하다.

2. 모서리 베젤 :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는 기구물의 두께로 넓을수록   

디스플레이 보호에 유리하다.

3. 디스플레이에서 기구물 충격 거리 : 충격 지점에서 디스플레이까지 

거리가 멀수록 디스플레이 보호에 유리하다.

4. 모서리 곡률 : 휴대폰의 디자인 요소로서 곡률이 클수록 디스플레이 

보호에 유리하다.

5. 모서리 접착폭 : 디스플레이를 기구물에 부착시키는 치수로서      

넓을수록 디스플레이 보호에 유리하다.

그림 3-3 모서리 설계 변수

기능 변수와 설계 변수간 예상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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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 변수 상관성 분석

기존 양산 모델의 설계 변수와 디스플레이 발생 응력간 상관성 분석   

결과, 각 변수들은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인자간 교호 작용이 

작용될 것으로 예측되나 기구물 충격 거리 X3, 모서리 곡률 X4는 약한 

상관 관계를 보여 독립 변수로 취급할 수 있다. [그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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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설계 변수 상관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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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설계 변수와 기능 변수간 상관성 분석

1. 다구치 방법론을 통한 변수간 함수 도출

기존 시장 불량률이 높은 제품을 기준으로 설계 변수 간 수준 검증을 

DOE를 통해 진행하며 망목 설계 기능 변수로서 ‘디스플레이 발생   

응력 540 MPa’을 만족하는 최적 설계 변수를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은 각 설계 변수별 인자 수준이다.

1. 휴대폰 무게 : 155g, 160g, 165g

2. 모서리 베젤 : 0.8mm, 1.0mm, 1.2mm

3. 디스플레이에서 기구물 충격 거리 : 1.0mm, 2.0mm, 3.0mm

4. 모서리 곡률 : θ3.0, θ4.0, θ5.0

5. 모서리 접착폭 : 0.6mm, 0.8mm, 1.0mm

표 3-1 설계 변수와 기능 변수 D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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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자 3수준의 수직 행렬 L27(313)를 통해 DOE를 전개하였고 충격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디스플레이 발생 응력을 도출하였다. [표 3-1]

충격 유한요소해석 SW는 Hypermesh, LS-Dyna를 사용하였고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수준의 해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인자 분석을 위하여 기능 변수인 디스플레이 발생 응력에 대해 민

감도 분석 및 가중 분석을 진행하였고 설계 변수 5인자 중 가중치를 부

여할 인자를 선정 하였다. [그림 3-5, 3-6]

그림 3-5 설계 인자 민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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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설계 인자 가중 분석

분석 결과 제품의 모서리 베젤, 기구물 충격 거리가 가장 민감한 인자

로 도출되어 주요 설계 변수로 선정 하였다. 설계 변수 수식에 의한   

지표값과 디스플레이 발생 응력간 함수 선정 시 가중 대상이 된다.

초기 가정한 예상 관계식[6]에 설계 인자를 대입하여 1차 지표와 발생 

응력간 함수를 도출하였다. [그림 3-7]

그림 3-7 1차 지표와 발생 응력간 상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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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표와 디스플레이 발생 응력간 상관 관계는 Log 함수를 따라    

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적 활용을 위하여 선형 함수로의 변환

이 필요하였고 민감도 및 인자 가중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설계 변수

인 모서리 베젤, 기구물 충격 거리에 가중치 부과 및 별도 함수를 취하

여 선형 함수로 변환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DFI(디스플레이 Fracture Index)로 정의된 설계변수

와 기능변수간의 함수를 아래와 같이 도출 하였다.

    DFI 함수 (공식의 세부 내용은 대외비) 

그림 3-8 DFI와 발생 응력간 상관 관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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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DFI와 발생 응력간 상관 관계 2

그림 3-8의 결과에서 판정 편이를 위하여 상수 값(대외비)을 추가  

하여 파손 판정의 설계 수준을 DFI 4로 정의 하였다. [그림 3-9]

DFI(x)와 디스플레이 발생 응력(y)간 함수는 y=88.19x + 184.39의 

선형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R2 = 0.9563으로 96%의 예측  

정확도로 예측되었다. [그림 3-8, 3-9]

2. 함수와 실모델간 검증

실제 모델과 함수간 역검증을 통하여 DFI상 최적 모델, 최악 모델,   

경계 모델을 선정하여 신뢰성 시험을 진행하여 함수의 적확도를 예측  

하고자 한다.

총 10모델의 DFI와 낙하 충격 해석 결과 상 디스플레이 발생 응력을 

표4.와 같이 정리 하였다.

이중 DFI 최적 모델 A, 최악 모델 J, 경계 모델 G, F를 선정 후 1.0m 

낙하 시험을 진행하여 DFI와 실제 파손 여부를 확인 하였다. [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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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실모델 DFI와 디스플레이 발생 응력

시험 조건

1. 시험 시료수 : 모델별 30대

2. 시험 방법 : 시료 1대당 8회 낙하 (기구물 충격 자세)

3. 낙하 높이 : 1.0m

4. 바닥면 재질 : 탄소강

시험 결과, 기구물 충격 자세에서 A모델 (DFI 0.85), G모델      

(DFI 3.63)은 총 240회 낙하 중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F모델 

(DFI 4.29)은 1대, J모델 (DFI 4.70)은 4대가 파손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해석적 결과로 도출된 DFI와 일치되는 시험 결과로 DFI  

함수는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DFI함수의 장점은 초기 제품 디자인 외관 검토  

시 기구 엔지니어들의 파손 방지 디자인 가이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설계 효율 향상으로 인한 개발 기간 단축 및 설계 품질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기존 기구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가이드 없이 프로토 제품을 만들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신뢰성 시험을 통해 제품을 개선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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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DFI함수를 이용한 디자인 가이드를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한다면 

초기 디스플레이의 파손 위험도를 빠르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외관 

설계 변수 검증과 변경이 실시간으로 가능하여 설계 기간 단축이 가능 

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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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모바일 산업에서 제품 설계 업무는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이다. 제품 설계 초기에 

조기 품질이 확보된 구조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제품 프로토 제작 전   

신뢰성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기구물 충격 유형에 의한 디스플레이 파손을 디자인 가이드

를 이용하여 예측할 수 있는 함수를 제안하였다.

1. 디자인 가이드의 정확성을 위하여 기구물 충격 유형의 가혹 조건을  

    도출하였다. 고객 실사용 조건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모서리 낙하  

    빈도가 높음을 확인하였고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가혹 각도를 선정

    하였다. 또한 강구와 플라스틱구 낙하 시험을 실시하여 바닥면은    

    탄소강으로 선정하였다. 

2. 디스플레이 파손을 예측하기 위하여 5가지 설계 변수를 설정하고   

    기능 변수인 낙하 시 디스플레이 발생 응력 간 상관 관계 분석을    

    최적 설계 방법인 Taguchi DOE를 통해 진행 하였다. 설계 변수와  

    기능 변수간 함수는 Log 유형을 보임을 발견하였고 이를 선형 함수

    로 변환하여 DFI(Display Fracture Index) 함수로 정의 하였다.

    제한된 함수 DFI(x)는 디스플레이 발생 응력(y)간 함수는 96%의  

    예측 정확도로 예측되었다. 

3. DFI함수의 적확도 검증을 위하여 10종의 모델 DFI 도출을 통해    

    3가지 실험군으로 나누어 낙하 시험을 실시하였다. DFI 4이하의    

    모델에서는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고 위반되는 모델에서는 1대 이상  

    의 디스플레이 파손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DFI함수의 유효성  

    을 검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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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된 설계 변수와 기능 변수간 로직인 DFI함수는 기존의 수많은  

    설계 시행 착오를 대체하여 개발 초기 단계에서 디자인 가이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안된 가이드로 기존의 프로세스를 대체   

    한다면 개발 비용과 시간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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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 Guide for preventing failure of mobile phones under 

impact condition

Keywords : Mobile Phone, Display, Design Guide, Breakage

Today,  cell phones are used by more than 2.5 billion 

customers. With the rapid growth of users, related technologies 

are growing day by day, but cell phone usage cycles are 

shortening. 42% of main causes of mobile phone replacement are 

failures and breakage. If the phone display is damaged, 

customers may feel uncomfortable and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ir purchases. 

In this study, we define the design guide to prevent display 

breakage in the most frequent mode, corner bezel impact.

In order to define the design guide function, the correlation 

between design variables was analyzed through a Taguchi 

method. This function is called ‘DFI’ (Display Fracture Index).

Expected accuracy of DFI is predicted to be 96%. As a result 

of testing real 10 models, DFI is judged to be appropriate.

The proposed function can be expected to reduce the number 

of design trials and errors and serve as a design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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