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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생산기반기술은 자동차，전자 등 우리나라 수출

주력산업과 항공우주，신재생 에너지，로봇 등 미

래유망산업 관련 제품의 품질 및 생산성을 좌우하

는 핵심기술로서 동종분야에서의 활용이나 타 산

업으로 확장성이 높아 지식공유의 효과가 매우 크

다.(1) 그러나, 생산기반기술은 공정기술이고 현장 

경험과 숙련 정도에 의존도가 높은 기술이기 때문

에 이를 표준화하여 지식화하기 어려우며，활용 

Key Words: Production Technology(생산기술), Knowledge Sharing Platform(지식공유 플랫폼), Mobile Phone 

Cases(휴대폰 외장부품), Web-based(웹 기반)  

초록: 뿌리기술로 불리는 생산기반기술은 국내 주력기간산업과 미래유망산업 관련 제품의 품질 및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기술로서 제조산업의 주류를 이루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적의 

생산기반기술 관련 지식의 공유 및 확산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생산기반기술은 현장 경험과 숙련 

정도에 의존도가 높은 공정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지식의 형태로 표준화하여 시스템적으로 공유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모바일 핵심부품 중 하나인 휴대폰 외장부품 제조를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품 설계, 금형설계, 금형가공, 사출성형공정 최적화, 표면처리 등의 주요 기반기술의 표준화 

및 정보화를 수행하였다. 또한, 이를 쉽게 축적, 공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저작도구，의미기반 

데이터베이스, 웹 포털 서비스로 구성된 웹 기반 지식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Abstract: Despite rapid changes in the structure of industry, manufacturing remains a key industry for economic progress, 

promotion of trade, increased employment, and the creation of new industries. Production technologies are essential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industries.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standardize and systematically propagate production technology from an experienced worker to an inexperienced worker 

because these technologies are generally improved by the skilled people in a workshop. In this study, we introduce a Web-based 

platform system consisting of a knowledge authoring tool, technology database, semantic database, and Web portal service for 

sharing production technologies for the exterior housing parts of mobile products. By investigating various cellular phone designs, 

reference form factors for three types of mobile phone housings were designed based on the standard features. In addition, 

several manufacturing technologies and considerable information such as reference mold designs and molding conditions 

optimized using CAE and recent R&D outputs are stored in this system. 

§이 논문은 2012 년도 대한기계학회 생산 및 설계공학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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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이므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기반기술을 공유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조직 내/외부로 공유시키기가 어려

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

하여 제조 분야 지식공유 및 관리를 위한 국가 차

원의 플랫폼 개발이 기술선진국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 

일본의 경우 제조기술 기능자의 고령화에 따른 

기능 상실, 품질저하, 납기 지연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모노츠쿠리 플랫폼을 개발하여 일본 

중소기업이 가진 가공 사례와 여러 데이터 등을 

디지털화 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으며,(3) EU 은 주요 산학 연구기관이 주체

가 되는 공동연구 조직체 운영을 통하여 생산기반

기술 및 철강, 로봇 등 29개 영역에 걸쳐 유럽기

술플랫폼(ETP，European Technology Platform) 프로

젝트를 추진하고 있고,(4,5) 미국에서는 조선, 자동

차 등 융합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주도플

랫폼 기술개발인 CPS (Cyber Physical System)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 주관하여 개발하는 플랫폼

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생산기반기술을 정

보화하고 필요 산업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하는 플랫폼 시스템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

며, 2009년부터 지난 3년간 대표적인 수출주력 산

업인 자동차/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적인 

구축이 진행되었다.(2,6~9)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제

품의 외장부품 개발을 위한 외장부품의 설계 및 

금형 설계, 금형 가공, 성형공정, 표면처리 기술 

등의 표준화가 추진되었으며, 개발된 기술은 웹기

반의 플랫폼 시스템에 탑재 되었다. 

2. 핵심 생산기반기술의 구조화 

다양한 부품 생산에 활용되는 생산기반기술을 

제품중심의 생산정보 공유 시스템에 탑재하기 위

해서는 관련 산업에서 다루는 주요 제품의 핵심 

부품 구성과 각 부품의 생산공정, 이와 관련된 부

품제조 기술과 공정 사이의 관계를 일정한 틀에 

맞춰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야 한다.(10,11) 

본 연구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기획을 통

하여 모바일 제품의 주요 구성을 기판모듈, 외장

모듈, 디스플레이 모듈 등 3개의 핵심모듈로 분류

하였으며, 선정된 모듈의 핵심 부품은 총 3단계

(S1, S2, S3 level)로 세분하였다. 각 부품은 상하관

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부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는 1개 이상의 부품제작공정이 요구된다. 공정은  

 
 

Fig. 1 Structural classification of key components and  
manufacturing process for mobile products 

 

전/후 순서가 있고, 한 개의 공정에 별도의 하위 

공정이 있을 수 있다. 한 개의 공정은 수행하기 

위해서는 1 개 이상의 기술이 요구되며, 각 기술은 

순서가 있는 기술공정으로 세분화 될 수 있다. 이

상에서 설명한 모바일 제품의 핵심부품 구성도, 

공정개요 및 부품제조공정과 기술의 연계관계를 

정리하면 다음 Fig. 1 과 같다. 

부품제조공정 및 기술공정의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의 지식공유 플랫폼 시스템이 설계되었으며, 

각 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생산기술은 관련 

분야의 기술개발 동향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선

정하였는데, 외장부품을 위한 생산기반기술은 외

장부품설계와 금형 설계 및 제작, 성형공정, 부품 

표면처리 등 28개의 세부 기술로 결정되었다. 

3. 휴대폰 외장부품을 위한 생산기반기술 

모바일 전자제품은 매우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

으며, 국내 기업이 세계 상위의 점유율을 차지하

고 있는 주력 전방산업 중 하나이다. 대표적인 모

바일 전자제품인 휴대폰은 각종 전자 칩이 장착된 

기판모듈, LED 등 디스플레이모듈, 외장부품 등 

여러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외장부품 

모듈은 외부입력을 전달하고, 내장 핵심부품을 보

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휴대폰의 경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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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구매를 충동하는 요소의 40% 이상이 디자

인 및 외장부품의 심미적인 효과에 의존하고 있어 

고품질의 제품 생산력이 요구된다.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과 최신 기술개발에 따라 짧은 수명주

기를 가지는 모바일 산업 특성상 잦은 모델의 변

화요구에 대응하는 신속한 제품 설계 및 생산기술

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휴대폰 외장 케이스는 적용 소재에 따라서 금속 

케이스와 플라스틱 케이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 

플라스틱을 이용한 외장 케이스가 상당수 제작되

고 있으며, 플라스틱 소재의 개발과 성형기술의 

발전으로 경박 단소화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휴대폰 외장부품의 개발 

기간 단축 및 고품질화를 위하여 부품 설계, 금형 

설계, 금형가공, 사출성형공정 최적화, 후처리 등 

휴대폰 외장부품 제작을 위한 생산기반기술의 규

격화 및 정보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휴대폰 외장부품의 생산기술을 규격화하기 위해

서는 모양, 크기, 품질 사양 등 휴대폰 외장 부품

이 가지는 주요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통적으

로 활용될 수 있는 요소들로 재정리하여야 한다. 

휴대폰은 작동 형태에 따라 슬라이드(slide)형, 

폴더(folder)형, 터치(touch)형, 바(bar)형 등 다양한 

폼팩터(form factor)를 가지며,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하여 터치(touch)형 제품이 주

류를 이루고 있다. 휴대폰 외장 모듈은 휴대폰 형

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7개의 

주요 부품으로 구성되며, 메인 기판 모듈, 디스플

레이 모듈, 키패드 모듈, 스피커, 마이크, 전후면 

카메라 모듈, 베터리. 각종 버튼, USIM 카드 슬롯, 

메모리확장 슬롯, 진동모터 등의 부품을 고정하기 

위한 기구, 스냅핏 등 조립 기구, 리브(rib)와 같이 

강성을 보강하기 위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또

한, 폴더형과 슬라이드형 휴대폰은 각각 절첩을 

위한 힌지(hinge) 구조, 슬라이딩 레일(rail) 조립 

구조, 각종 회로 케이블의 연결 통로 등이 추가된

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휴대폰 형태에 따른 제품 

설계 경향을 조사하고, 다양한 휴대폰 외장 케이

스의 개발 사례들을 분석하여, 주요 전장 부품 및 

소형 부품 류의 조립구조, 보강구조, 폴딩 구조, 

슬라이딩 구조 등 휴대폰 외장 케이스 설계를 위

한 주요 특징 형상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된 주요 

특징형상을 토대로 핸드폰 플라스틱 외장부품의 

표준 모델을 설계하였다.  

Fig. 3은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표준모델의 3

차원 형상을 보여 준다. 본 연구의 휴대폰 외장부

품 개발을 위한 생산기반 지식공유 시스템에는 3

차원 형상뿐만 아니라 휴대폰 외장부품 설계를 위

해 고려할 주요 특징 형상 설계 사례에 대한 정리, 

특허 동향, 주요 치수 형상정밀도 및 관리공차 등

이 표기된 2차원 도면, 강성평가를 위한 구조해석

결과 등도 탑재되었으며, 향후 휴대폰 외장부품 

개발 시 참고 설계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 Folder type  

 

 
(b) Slide type  

 

 
(c) Touch type  

Fig. 2 Standard exterior parts of cell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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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외장부품은 금형을 이용한 사출성형 

공정을 통해 생산되며, 금형 설계, 가공, 조립, 시

성형의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금

형 제작 기간은 최종 제품 개발기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신속 대응이 필요한 

다품종 소량생산의 휴대폰 부품개발을 위해서는 

금형 설계 및 제작의 과정을 단기간에 마칠 수 있

는 금형제작기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휴대

폰 외장부품의 생산을 위한 금형 설계 및 검증, 

가공, 성형 등 일련의 기술을 빠짐없이 DB 화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

고 빠른 금형제작기술 전달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휴대폰 외장 부품 생산을 위한 금형은 휴대폰의 

종류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개발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안된 표준 모델을 기반으로 주

요 부품의 형태적 특성, 생산성, 요구 품질 등을 

반영한 표준 금형 설계 및 제작 방안을 제시하였

다. 각 금형의 설계는 금형코어, 언더컷(undercut) 

처리기구, 취출기구, 몰드베이스 및 기타 금형 부

품의 설계로 이루어지는데, 휴대폰 외장부품 금형

은 코어의 크기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금형 코

어의 설계를 제외하고 규격화 한다면 기 설계된 

규격 부품의 데이터를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빠

르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규격 표준화하지 못하

는 부품의 경우에도 일정 설계 기준을 제시하여 

빠른 설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체계화

된 금형 분류, 부품의 규격화 및 가공방법의 선정 

등을 통하여 상당부분 선행된 금형 설계 및 가공

제작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 금형개발 시간 단축

을 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 금형 설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Table 1 과 같이 휴대폰 외장부품 금형에서 

 

Table 1 Classification of components for standardization 
of injection mold 

Classification Components 

Common 

standard 

part 

Moldbase 

Guide rails 

Slide core blocks  

Locking blocks  

Runner lock pins  

Angular pins 

Using  

Design rule 

Angular cam block 

Inclined core 

Ejector pins(rectangular, circular) 

Gate (curve, tunnel, pin point) 

Case-by-case Core/ Cavity block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규격화 가능 금형 부품

과 제품 형상에 따라 일부 치수를 수정한 후 적용 

가능한 설계 기준 제시 금형 부품으로 분류하였으

며, 이를 바탕으로 표준 몰드베이스를 설계하고, 

실제 주요 외장부품에 대한 3차원 금형 설계데이

터와 상세 금형 도면을 작성하였다. 금형 설계정

보는 단일 캐비티(cavity) 뿐만 아니라 2, 4 캐비티 

설계 기술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전산 성형해석을 

통해 형체력, 유통패턴, 제품 변형 등을 검증하였

다. 

 

 

(a) Verification of part & mold design using CAE 

 

(b) 3D design of Injection mold & detail drawings 

  

 

(c) Injection mold fabrication process 

   

(d) Measuring and analysis of injection molding results 

Fig. 3 Examples of manufacturing technologies located 
in platform system for housing parts of mobil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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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코어 및 금형 부품은 주로 기계적 절삭과 

방전가공에 의해서 제작된다. 절삭 가공의 경우 

공작물의 재료 및 가공 형상에 따라서 다양한 가

공 조건 수립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황삭 및 

정삭 등 가공공정, 공구의 직경, 이송 속도 및 주

축 회전수, 가공패턴 등의 가공조건을 정보화하여 

유사 가공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방전가공을 위해서도 전극 가공조건, 방전 가공조

건 등을 제공함으로써 빠른 가공 조건 수립 및 가

공을 통한 금형 제작기간 단축 효과를 거둘 수 있

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금형 설계 및 제작방안을 

적용하여 실제 금형을 제작하고, 성형해석을 통하

여 도출된 사출조건으로 시제품을 생산하였으며,

이상의 모든 과정과 결과물을 웹기반 지식공유 플

랫폼에 가능한 자세히 탑재하여 기술 수요자가 필

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

러 금형 수명향상을 위한 열처리 및 코팅기술,  

다이렉트 툴링(direct tool) 기술, 외장부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각종 표면처리 기술, 박판 성형기술, 

무도장 성형기술 등 첨단 최신기술이 동시에 개발, 

탑재되었다.  

Fig. 3에는 실제 개발된 플랫폼 시스템에 탑재된 

기술정보의 몇 가지 예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Fig. 3(a)는 구조해석을 통한 휴대폰 외장부품의 설

계 검증 결과와 다수 캐비티 금형 설계를 위한 전

산성형해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3(b)와 Fig. 

3(c)는 성형해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3차원 금형

설계 정보와 상세 금형 부품도, 금형 부품을 제작

하기 위한 절삭가공 및 방전가공 조건을 나타내며, 

Fig. 3(d)는 금형 제작을 통해 만들어진 휴대폰 외

장부품의 시제품 제작 결과를 보여 준다. 

4. 웹기반 지식공유형 플랫폼 구축 

표준화된 생산기반 지식을 디지털화하여 축적, 

저장 활용할 수 있도록 웹기반 플랫폼을 구축하였

다. 생산기반 지식공유형 플랫폼은 Fig. 4 와 같이 

지식 제공자가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기반관련 

지식들을 지식저작도구(knowledge authoring tool)를 

통해 플랫폼에 탑재하고 이를 의미기반 검색이 가

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semantic DB)에 체계적으로 

저장함으로써 웹 포털 서비스(web portal service)를 

통해 지식 이용자가 검색하고 해당 콘텐츠에 접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지식 저작도구는 산․ 학․ 연구 기관의 개인 또

는 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기반기술 관련 메타

정보나 연구개발 결과물들의 보급․ 확산을 위해 

쉽게 디지털화된 지식으로 변환하여 생산기반 지

식공유형 플랫폼에 탑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

용자 중심의 지식 저작도구이다.  

지식저작도구를 통하여 변환된 생산기반 기술의

축적, 의미기반 검색, 공정중심의 활용이 가능하도

록 기술간 연관성, 공정 관계를 관리하는 의미기

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의미기반 데이터

베이스는 시맨틱 데이터베이스(Semantic DB), 메타 

데이터베이스(Meta DB), 파일저장 데이터베이스

(Master DB)로 이루어진다. 시맨틱 데이터베이스는 

핵심부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이나 부품，공정 사이

의 연관 관계를 정의하는데 사용되며, 메타 데이

터베이스는 지식제공자에 의해 제공된 자료의 형

태 및 내용을 설명하는 메타데이터와 기술 또는 

부품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지식시맨틱 간 관계

정의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이다. 파일저장 데이터

베이스는 생산기반기술 메타데이터，생산기반기술

의 고유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물에 의해 생성된 

마스터 파일 등을 보관하는 역할을 한다. 
 

 
Fig. 4 Architecture of web based knowledge sharing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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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포털 서비스는 저작도구를 통하여 입력된 데

이터들에 대한 손쉬운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웹 

기반 서비스를 의미한다. 웹 포털 플랫폼은 사용

자들이 기존에 사용해왔던 포털 형식과 비슷하게 

개발하였으나, 생산기반기술에 대한 검색과 활용

이 용이하도록 의미기반검색을 적용하고, 앞서 설

명한 바와 같이 시스템 설계단계에서부터 부품과 

기술, 공정 간의 관계를 정의하여 정확한 정보제

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Fig. 5 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생산기반 지식공

유형 플랫폼의 웹 포털 메인 화면 (http://www.root-

tech.kr)을 보여 주고 있으며, Fig. 6는 사용자가 필

요한 기술을 검색하기 위한 부품 브라우저와 기술 

브라우저의 화면의 구성을 나타낸다.  
Fig. 5 Implemented web portal service 

 

 
(a) Parts browser 

 
(b) Technologies browser 

Fig. 6 Detail view of parts and technologies brow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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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모바일 핵심부품 중 하

나인 휴대폰 외장부품 제조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품 설계, 금형설계, 금형가공, 사출성형공정 최

적화, 표면처리 등 기반기술의 표준화 및 정보화

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축적, 활용 가능하도록 지

원하는 웹 기반 지식공유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외장부품의 설계정보, 구

체적인 금형 설계기술 정보, 금형가공 정보, 성형 

공정 조건 등 규격화된 기반기술은 여러 플라스틱 

휴대폰 외장부품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기초자료로 사료되며, 간접적으로는 

다양한 휴대 제품군의 개발에 활용할 수 있어 관

련 부품의 개발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이 기대된

다. 또한, 지식공유형 플랫폼을 이용하여 경험에 

의존해 오던 기존의 기술 습득 방법에서 벗어나 

초보 기술인이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인력 및 자본 부족 문제 해소와 효율적

인 기술 및 공정개선을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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