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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TRIZ는 창조적 공학설계를 위한 가장 진보적이고 체계적인 기법들을 통합한 실용적인
문제해결 기법으로써, 신제품개발 프로세스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공학문제에 대한
해결안(solution)을 찾는데 주로 이용된다. TRIZ는 신제품이나 기존제품을 개선하기 위한 만
족할 만한 설계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창조적인 해결안을 찾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이다.
TRIZ는 다음과 같은 개념설계와 문제해결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잘못 정의된 설계문제의 분석



올바른 문제의 도출



새로운 개념적 해결안 도출



미래의 기술진화 예측

본 교재는 혁신적인 공학설계 기법들을 집대성한 알트슐러(G. S. Altshuller)의 발명문제
해결이론(TRIZ)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TRIZ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장기간의 사용을 거쳐
매우 성공적인 것임이 입증되었다. 각각의 기법들은 특정한 문제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수많은 지침과 규칙，원리들로 구성되어 있다. TRIZ는 브레인스토밍과
같이 널리 알려진 심리자극기법과는 달리, 혁신적 공학설계를 위한 체계적인 방법들을 제공
한다.
현재 전세계의 많은 R&D 조직과 산업 조직들이 혁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TRIZ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TRIZ의 복잡하고 경험적
인 본질로 인하여, 그와 관련된 필요한 기술들을 마스터하여 실제로 활용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본 교재는 기업 및 연구소의 실무자들에게 TRIZ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제 1 장 TRIZ 기초
제１절 문제의 종류와 문제해결기법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와 마주치게 되는데, 그것들은 전형적인 문제
와 비전형적인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전형적인 문제는 해결안이 이미 알려져 있거나, 기
존의 방법이나 알고리듬으로 해결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다. 반면에, 비전형적인
문제는 해결안이 이미 알려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의 문제들로
서，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나 알고리듬이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문제를 수치 형태의 해결안을 찾아내는 정량적인 문제와 정성적인 관점에서 해결
안의 개념을 찾아내는 정성적인 문제로 구분할 수도 있다. TRIZ는 바로 정량적이고 비전형
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TRIZ는 정량적이고 비전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법이다.

지금까지 인간의 문제해결능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알려져 왔다. 그러한
방법들은 일반적으로 무작위적인 방법과 체계적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작위적인 방
법은 해결안의 탐색공간을 확장하는 방법으로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시넥틱스
(synectics), 수직적 사고(lateral thinking) 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들은 인간의
인지능력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결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품과 관
련 없고, 평가기준도 없다. 반면에, 체계적인 방법은 해결안의 탐색공간을 확장하여 탐색공
간

내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지침들을

조직화하는

방법으로서,

형태학적

분석법

(morphological analysis), TRIZ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은 인간의 창조적 능력에 의존
하지 않고, 제품과 관련 있고, 평가기준도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해결에 이용한 방법은 한마디로 시행착오(trial and
error)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갑자기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
까?” 그리고는 그 아이디어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검증이 이어진다. 실패한 아이디어
는 다른 것으로 대체된다. <그림 1>은 이와 같은 시행착오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발명가는
문제(problem)에 해당하는 지점으로부터 해결안(solution)을 나타내는 지점을 찾아가야만
하는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발명가는 하나의 방향을 따라서 하나의 탐색개
념(search concept: SC)을 발전시켜 나간다. “그래, 이 방법으로 해보자.” 이때부터 문제에
대한 공격이 이 방향에서부터 시작된다 -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결국 나중에는 전체적인
탐색개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진다.

<그림 1> 시행착오 방법을 이용한 문제해결

발명가는 문제의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새로운 탐색개념을 도입한다. “이번엔 이런
방법으로 해보자.” 이제 발명가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시작한다. 실제로 <그림 1>에
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행착오가 있다. 발명문제를 시행착오 방법으로 해결해가는
과정에는 너무 많은 시행착오가 있다. 만족스러운 해결안을 찾을 때까지 “~~~하면 어떨
까?”하고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이나 되풀이 한다.
이 방식에는 또 한 가지 분명한 특성이 나타난다. <그림 1>에서 보면 한 무리의 화살표
들이 해결안의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시
행들은 시작단계에서는 그리 무질서하지 않다. 문제해결자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기초로 마
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의 개념으로 탐색을 시작한다. 대부분의 시행이 실패한 것은 그것들
I

이 과거의 경험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이다. <그림 1>의 관성벡터(V )가 보여주는 것처럼, 초
기의 방향은 문제에서 출발하여 해결안과는 먼 반대방향으로 향하게 된다. 마침내 문제해결
자가 고정관념을 깨뜨릴 때 비로소 그러한 시행들을 그만두게 된다.
에디슨이 실토한 것처럼, 한 가지의 발명을 위한 해결안을 얻기까지 그는 평균 7년씩이
나 일했다. 이런 사실은 당신은 알고 있는가? 그는 해결안 개념을 찾는 데만 1/3의 시간을
허비했다. 한 때 에디슨과 함께 일을 했던 니콜라 테슬라(Nicola Tesla)는 이렇게 적고 있
다.

“만약 에디슨에게 건초더미 속에서 바늘을 찾으라는 임무가 주어지면, 그는 바늘이
있을 만한 위치를 정하는 데 시간을 전혀 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는 곧바로 바늘을
찾을 때까지 꿀벌처럼 부지런하게 여기 저기에 있는 건초더미를 들어 올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의 방법은 아주 비효율적이었다. 만일 운이 에디슨과 함께하지 않았었다면, 그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을 것이다. 그저 약간의 이론적
지식을 갖추고 계산을 몇 번만 해보아도 그가 일에 소비하는 시간을 최소한 30% 절
약할 수 있음을 알게 되자, 그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처음엔 슬프기까지 했
다. 그는 책을 통한 배움, 특히 수학 지식을 경시했으며, 자신의 창의적인 직관과 미
국인의 상식을 철저히 신뢰했다.”

브레인스토밍에 의한 문제해결 방법론은 심리학 분야에서 제안된 것으로, 현재 많은 분
야의 문제해결과정에 응용되고 있는 아이디어 발상법이다. 이것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
구성된 회의를 통해 다량의 아이디어를 추출하고, 이들을 조합하거나 가공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개념적 해결안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 발상과정
에 참여한 개인들의 개별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므로 문제해결에 장애요인이 되는 심리적 관
성(psychological inertia)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발상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시행착오식 문제해결방법들은 주로
다방면의 무질서한 발상으로부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문
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관찰함으로써 시간과 자원
의 비효율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TRIZ는 소위 사고의 “수렴적” 모델을 전개한다. 창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들은 제약조건들을 완화시킨 후, 해결안이 포함된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다(그
림 2-A). 그러나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항해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로 찾아가야 하는가?
TRIZ는 먼저, 제약조건들을 완화시키고, 탐색공간을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련의 탐
험적 규칙과 원리를 도입하여 확장된 공간 내에서 항해를 시작하고, 점차 강력한 해결안의
공간을 향하여 탐색공간을 좁혀 나간다(그림 2-B).

(A)

(B)
<그림 2>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문제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정의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념적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아이디어 평가과정과 설계과정
을 통해 제품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또한 위에서 언급한 일반
적 문제해결 절차와 동일하다. 기술적인 문제해결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은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단계이며, 창조적이고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 어려운 일반적인 이유
는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심리적 관성에 의한 사고영역의 제한
개인은 사회 경험으로부터 습득된 정보나 지식 등에 의해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형
성되는데, 이로 인하여 사고영역이 제약되거나 사고의 경향(습관)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의 사고과정이 필요한데
심리적 관성에 의해 사고가 경직되고 습관화됨으로써,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어려워지고 동시에 효과적인 해결안을 찾기 위한 시야가 좁아질 수 밖에 없다.

②

잘못된 문제해결방향의 설정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문제해결의 대상과 목표의 설정이 잘
못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의 대부분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안 되어 있거나 문제해결방향의 설정이 잘못되어 발생된다. 문제의 본질과는 무관
한 엉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
서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③

지식의 부족
개인 또는 한 기업의 지식은 유한하며 전문화된 지식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당연히 개인적인 관심 및 지식의 범위는 좁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기술적 문제
를 해결하는 과정, 특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는 다방면의 전문지식을 요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개인 또는 기업이 문제해결에 관련된 모든 지식
을 확보하고 있을 수 없으며 이는 문제해결의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한다.

④ 기술적 모순에 대한 타협적 접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모순(technical contradiction)에 접하게 되면, 문
제해결자는 한계 상황을 인식하게 된다. 기술적 모순이란 하나의 특성을 개선하면
다른 특성이 악화되는 상황으로 예를 들면, 세탁기의 세척력을 개선하고자 하면 옷
감이 더 손상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문제해결자는 모순을 포함한 문제에 대해 상
호절충(trade-off)이나 타협을 통한 해결책을 추구하게 되도, 이로 인하여 기술의
진전이 지연되고 기술혁신 또한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기술분야의 문제해결에 적합한 방법론은 해결해야 할 기술과제를 정확하게 정
의해주는 분석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동시에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을 적시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식기반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제２절 TRIZ의 효율성
그렇다면 TRIZ는 다른 문제해결 방법들에 비해서 얼마나 효율적인가? <그림 3>은 2개
그룹의 기술자들이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보여준다. 723명
의 기술자로 구성된 첫번째 그룹은 TRIZ에 익숙한 사람들인 반면에, 628명의 기술자로 구
성된 두 번째 그룹은 TRIZ를 교육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2개의 그룹 모두 문제를 해결하
는데 시간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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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RIZ의 효율성

TRIZ를 이용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제품을 개선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점
이 있다:



신제품개발 프로세스의 가속화



기존 제품이나 기술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제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설계 의사결정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수익성



설계 기간 중에 미래의 제품 및 기술진화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



특정한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특허우산을 만듦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의하면, 신제품개발 프로세스에 관련된 학계와 산업계의 모든 사
람들은 TRIZ를 성공적으로 이용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TRIZ를 이용할 수 있
다.

제３절 TRIZ의 탄생
러시아의 과학자이자 기술자인 알트슐러(Genrich Altshuller
또는 Henry Altov)는 1946에 TRIZ를 발명했다. 알트슐러와 전세
계에 있는 그의 수많은 동료들의 40여년에 걸친 방대한 연구의
결과 새로운 설계개념 도출을 위한 프로세스를 조직하고 지원해
주는 기법들을 개발하게 되었다.
알트슐러의 TRIZ는 다양한 기술분야로부터 추출한 40만 건
의 특허연구를 기초로 개발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
었다. 주요한 결론은 ‘창조적 설계라는 것은 무작위적 프로세스나
마술과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특허로 등록된 발명의 단지 2%, 예를 들어, 라디오
나 X-선과 같은 것만이 혁신적인 발명이었다. 나머지 발명들은 기존에 다른 분야에서 사용
된 물리적, 기술적 원리들을 재사용한 것이었다. 더욱이,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들간에 유사
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문제해결에 필요한 원리를 더욱 빠르게 찾는 것
을 가능케 했다. 수많은 특허연구는 알트슐러가 이러한 유사성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주었
고, 그것들을 문제해결을 위한 규칙이나 설계 지침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의 TRIZ는 150만건 이상의 특허연구를 기초로 한 것이다.

TRIZ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기술진화가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기술진화는 보다 일반적인 자연법칙을 따르는 사회적 요구의 진화와 서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술시스템의 진화과정을 연구할 수 있고, 그것을 지배하는 규칙성을 찾아낼 수
도 있다. 알트슐러와 그의 동료들은 수많은 특허들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4가지 중요

한 사실들을 발견했다.

① 발명문제의 정의

특허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기술의

발전은

(contradiction)의

해결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시스템

모순을

내부에

가진

존재하고

문제를

있는

모순

발명문제(inventive

problem)라고 정의하였다. 모순을 가진 발명문제를 타협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시도함으로써 기술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 TRIZ의 기본개념이다. 모순을 제거하지
않고 그것과 타협하려는 시도는 설계자가 원하는 수준의 개선을 달성하지 못하게 한다. 모
순은 바로 발명문제를 일반적인 문제와 구분해주는 중요한 기준이다.

②

해결안의 수준

기술적 해결안을 평가하여 해결안의 수준을 5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기술혁신은 높은 수
준의 발명에 의해 가능하며 높은 수준의 발명은 동일 산업분야의 지식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술분야의 지식이나 공학기술의 기반인 자연과학적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해결안의 수준
수준

정의

1

명백한 해

2

전체 특허중

요구지식수준

특징

32 %

개인의 전문지식

기술적 모순이 없음

개선

45 %

기업내 지식

3

혁신

18 %

동일산업 지식

4

발명

4%

산업외 지식

5

발견

1%

가용한 모든 지식

비율

해당분야 지식을 이용한 모순
해결
다른 분야 지식을 이용한 모
순해결
자연과학원리를 이용한 모순
의 해결
과학원리의 발견 및 응용

③ 발명의 규칙성

기술분야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유사하면 이에 대한 해결안도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일종의 규칙성을 찾아낸 것인데, 기존의 해결안을 기술적
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복적으로 재사용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다. 발명원리와 표준해결안
등이 제공되어 기술적 모순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 규칙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④ 진화의 법칙

시스템이나 기술이 발전하는 데에는 객관적인 법칙이 있으며 시대, 지역, 기술분야가
달라도 동일한 기술적 진화과정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통해 기술발전을 예측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TRIZ의 이론적 기반인 동시에 가장 핵심적 개념이다.

이러한 발견들을 기초로 하여, 알트슐러와 그의 동료들은 수많은 발명원리들을 문서화
하고, 기술진화의 경향을 통합한 문제해결방법론을 개발했다. 이것이 바로 TRIZ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제４절 지식공유를 통한 혁신
TRIZ의 성공은 특허로 등록된 발명의 단지 2%만이 혁신적인 발명이라는 사실에 기초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모든 새로운 문제의 98%는 TRIZ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림 4>는 지식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써,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은 아주 미약하다
고 할 수 있다. TRIZ를 이용하면, 모든 지식은 아닐지라도,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효과
적으로 찾아내서 문제해결에 적용할 수 있다. 때로는 곧바로 해결안을 얻을 수도 있다.

Market

Domain Expert Knowledge
Domain Knowledge
Discipline Knowledge
Engineering Knowledge
Scientific Knowledge

<그림 4> 지식의 범위

전체 공학분야가 매우 방대하다는 것은 명확하다. 각각의 기술분야에서 가용한 정보를
종이로 하면 수천 톤이 넘는다. 특허 도서관에는 수백만 건의 특허가 있다. 이렇게 거대한
정보의 공간 속을 빠르게 탐색하여 원하는 지식을 찾는 것이 가능한가? 새로운 발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가?

탐색을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다른 분야에 있는 필요한 지식의 대부분이 직
접적으로 가용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에 유용한 지식을
빠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이유에서, TRIZ는 새로운 문제와 이전에 해결된 문제간
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체계적인 방법으로 지식 탐색과정을 조직화한다.

제５절 TRIZ의 기본요소
TRIZ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상, 모순, 자원, 시스템적 접근이라는 4가지 기본요소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①

이상(Ideality)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들은 2가지 관점에서 시작한다. 첫번째 관점은 현재의 바람직하
지 않은 상황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제품이나 공정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이
다. 두번째 관점은 최적의 비전에서 출발하여, 무엇이 이상적인 해결안인가?라는 관점이다.
각각의 관점은 문제해결자로 하여금 다른 경로를 밟게 하고, 다른 가능한 해결안으로
이끈다. 발명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는 두번째 관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
상의 관점으로부터 문제를 접근함으로써, 문제해결자는 심리적 관성을 줄일 수 있고, 따라
서 더 좋은 해결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커진다. 이상의 정도는 시스템 또는 제품에 의해
서 만들어진 유용한 효과와 그것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재료, 정보 등의 비율로 정
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적인 기술시스템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발명가, 예술가, 공상가중의 한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이다.
그 이유는 그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다빈치는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을
생각하라”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이상의 개념이다.
이상적인 최종 결과(Ideal Final Result, IFR)를 정의하고 그것을 공격함으로써 문제해결
자는 가장 유망한 탐색 방향을 찾을 수 있다. 비록 IFR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지라도,
높은 수준의 창조적 해결안은 항상 IFR 근처에 있게 된다.

②

모순(Contradiction)

알트슐러의 연구 결과, 모든 발명문제는 모순을 해결한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
순은 TRIZ의 초석이라고 볼 수 있다. 모순을 인식하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는 지를 아는
것은 문제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도구이다. TRIZ의 관점에서 보면 모순에는 기술적
모순(technical contradiction)과 물리적 모순(physical contradiction)의 두가지가 있다.

모순은 어디에서 오는가? 모순은 기술시스템 진화의 결과물이다. 기술시스템이 진화함
에 따라, 그것들은 불균등한 방식으로 진화한다. 그 결과 시스템간에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기술시스템은 모순을 확인하여 제거함으로써 다시 진화하게 된다.

③ 자원(Resources)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TRIZ 문제해결방법에 있어서 핵심 부분이다.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을 확인하고 이용하게 되면 좀더 이상적인 해
결안으로 다가갈 수 있다. 기술시스템이 좀더 이상적인 시스템을 향하여 진화함에 따라, 그
것이 필요로 하는 자원은 최소로 된다. 동시에 새로운 자원활용의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
는 시스템내의 변화가 일어난다. 좀더 복잡한 문제를 다루면 다룰수록, 자원에 대한 깊숙한
이해가 필요하다.

④ 시스템접근(System Approach)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격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각각의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과 작용
하는 상위시스템(supersystem)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각각의 시스템은 상호 작용하는 하위시
스템(subsystem)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5 참조).

현재

과거

상위시스템

미래

과거

시스템

미래

과거

하위시스템

미래

<그림 5> 시스템적 접근

전통적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엔지니어들은 현재의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러나 유능한 발명가라면 다르게 생각한다. 그는 동시에 상
위시스템을 고려하고, 또한 관련된 모든 하위시스템을 고려한다. 다른 말로 하면, 나무(시스
템)를 볼 때 우리는 숲(상위시스템)과 나무의 각 부분(하위시스템)인 가지, 뿌리, 잎 등을 모

두 보아야 한다. 이와 함께 시스템과 상위시스템, 그리고 하위시스템이 미래에 어떻게 존재
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어떻게 존재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즉,
시스템의 발전과정(진화의 유형 참조)을 알아보아야 한다. TRIZ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순
차적인 방법으로 따라갈 수 있는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문제해결 과정으로 바꾸어준다.

제６절 TRIZ의 작동원리와 구조
기술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장 과학적인 문제해결방법론으로 수학을 들 수 있을 것
이다. 수학에서는 문제가 주어지면 주어진 문제를 변환하여 일반식의 형태로 변환시킨다.
즉, 어떤 2차 방정식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는 2차 방정식의 일반식의 형태로 변환한 후 근
의 공식이라는 표준해법을 이용하여 근을 구한다.
TRIZ에서도 발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되는 동작원리는 수학의 문제해결과정과 유
사하다. 어떠한 문제의 상황이 있다면 TRIZ를 이용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문제의 재
정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일반화해야 한다. 문제를 재정의하는 과정은 어려운 문제를 쉬운
형태의 일반적인 문제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는 가급적 전문용어나 기술용어를
배제함으로써 기술적 고정관념이나 심리적 관성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일반화된 형태의
문제는 다른 기술분야의 특허 및 해결원리등에 의해 해결방법이 알려져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TRIZ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해결방법을 발명원리 또는 표준해결안이라는 형태의 지식
으로 정리해 두었으므로, 그것으로부터 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념적 해결안을 유
추할 수 있다(그림 6 참조).

<그림 6> TRIZ의 작동원리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심리적 촉진 기법들과는 달리, TRIZ는 특정한 문제에 대한 특정한
해결안을 찾을 것을 제안하지 않는다. 대신에 TRIZ는 특정한 문제를 추상적인 문제로 변환
하고 나서, 그 문제의 유형과 관련된 창조적 설계의 일반적인 규칙들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
다.

모든 문제해결과정은 두개의 중요한 요소로 구성된다. 하나는 문제 그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가 존재하는 시스템이다. 보통의 발명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시스템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유능한 발명가들은 어려운 문제를 마주치게
되면, 문제를 재정립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안다. 따라서 TRIZ의 문제해결과정은
분석단계와 문제해결단계의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단계는 문제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단계이고, 문제해결단계는 다양한 지식베이스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들
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표 2>는 TRIZ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장부터는 이러한 도
구들 중에서 몇가지 만을 알아볼 것이다.

<표 2> TRIZ의 구조

이론적
기초

분석도구

문제해결도구

데이터베이스

기술시스템
진화의 법칙

• ARIZ(Algorithm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 모순분석
• Substance-Field Modeling
• Function and Cost Analysis
•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법
• 심리적 타성을 극복 방법
• Multi Screen Scheme of
strong thinking

• 분리원리
• 40 발명원리
• 76 Standards
• Modeling with
Miniature Dwarfs
• STC 연산자
(Size, Time, Cost)

• TRIZ로 얻은 해법 DB
• 최근의 혁신적 발명 DB
• Pointers to effects
- 물리, 화학, 기하, 수학
• 자주 사용되는
Substance-Field 자원
• 공상과학소설의
아이디어 DB
• TRIZ-based Software,DB

제７절 TRIZ 적용효과와 국내외 보급현황
TRIZ는 다방면의 기술영역에서 발생된 지식과 경험을 추출하여 체계화된 문제해결방법
론으로 수학이 모든 기술영역에 적용되는 정량적인 방법론이라면, TRIZ는 문제가 있는 많은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의 기술개발 방법론이므로 기존의 기술시스템의 개선, 인과
관계의 규명, 신개념의 차세대 기술/제품/공정개발, 연구개발 전략의 수립 및 기술예측 등의
기술분야의 문제해결과정에 널리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TRIZ를 적용한 결과로써 기본적으로는 기술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Bottle-Neck 문제
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제품/공정/기술개발의 가속화를 통한 기업
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더불어 개인과 기업의 문제해
결 능력 및 창의력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최근 TRIZ는 발명문제를 해결하고,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매우 강력한 도구임이 입
증되었다. TRIZ는 구소련의 개방 및 개혁정책과 맞물려 1980년대 후반 이후 서방세계에 알
려지기 시작하여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 등지에서 활발히 도입, 연구되어 현재 많은 기
술개발과제에 적용되고 있다. Proctor and Gamble, Motorola, Ford Motor Company,
Chrysler, Rockwell Automotive, Eastman Kodak, Scania, Digital Equipment Corporation
등의 많은 기업들은 그들의 일상적인 활동에 TRIZ를 이용한다. 정부조직 또한 다양한 연구
와 기술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TRIZ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예를 들어, NASA의 우주선
은 TRIZ의 도움으로 설계한 몇 가지 부품을 장착하고 있다(Jet Propulsion Lab). 미국과 유
럽의 많은 대학들도 학생들에게 TRIZ를 가르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1996년부터 국내에도 TRIZ가 도입되어 일부 대기업체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제품개
발 프로젝트에 시험적으로 적용되어 몇몇 성공적인 결과가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현재, LG
를 비롯한 삼성, SK 등을 중심으로 사내에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TRIZ를 기반으로한
소프트웨어도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특히, 국내 TRIZ확산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순수 학술 모임인 한국TRIZ연구회가
1999년 6월에 12명의 회원으로 결성되어 겐리흐 알트슐러의 TRIZ기본서와 주요 TRIZ원서
들을 회원들이 번역하여 활용하고 있고, 이러한 활동이 축적되어 2002년 8월 정식으로 사
단법인 한국트리즈협회가 출범되어 산학계에 TRIZ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산시키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TRIZ는 다방면의 기술과제에 응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문제해결방법론으로 계속 발
전하고 있으므로 기술적 한계상황에 대한 창조적 돌파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２장 기술진화 법칙과 경향
특허자료와 기술발전의 역사에 관한 장기간에 걸친 연구의 결과, 기술이 무질서하게 진
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비록 설계자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기술
의 발전은 보다 일반적인 자연법칙을 따르는 사회적 요구의 진화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
로 기술시스템의 진화과정은 그것을 지배하는 규칙성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연구할
수 있다.
TRIZ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세운다: 인공으로 만들어진 모든 시스템은 분야에 상관없
이 어떠한 경향을 따라서 진화 또는 발전한다. 진화의 경향을 알게 되면, 현재 시스템이 진
화의 어떤 단계에 있고, 다음에는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결과적으
로, 그 시스템이 미래에 어떠한 변화를 경험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신제품개발을 위한 전략
을 수립할 수 있다. TRIZ는 3가지의 기술진화 법칙과 6가지의 기술진화 경향을 제시한다
(주의: 전통적인 TRIZ는 진화의 법칙과 경향을 구분하지는 않는다).

제１절 3가지 기술진화의 법칙
① 시스템 완전성 법칙

기술시스템은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것의 재료-에너지 구조를 완전
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

②

시스템 구성요소들의 불균일한 발전 법칙

시스템이 복잡하면 할수록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은 진화과정동안 더욱 불균일하게
진화한다. 결과적으로, 시스템 구성요소들 간에 발생하는 모순으로 인하여 시스템
의 추가 개선이 더욱 어려워진다.

③

에너지 우회전달 법칙

시스템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시스템의 모든 구성요소를 통하여 에너
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제２절 6가지 기술진화의 경향
① 이상 증가의 경향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이 진화하면서, 기술시스템은 요구되는 수준의 성능을 제
공하기 위해서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능 정도와 필요한 비용(재료, 에너지, 정도)간
의 비율을 증가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도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예) 등산용 휴대 무선국의 수정결정은 온도가 영상일 때에만 작동한다. 수정을 가
열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대신에, 수정을 사람의 신체에 부착한다.
추가 장비 없이 “수정을 가열한다”라는 기능을 제공한다.

② 상호작용하는 재료-에너지 구성요소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

시스템은 더 높은 수준의 성능과 조절능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재료에너지 구성요소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예) TV 수상기나 자동차의 구성요소 증가

③

마이크로 수준으로 변환되려는 경향

시스템은 주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구성요소에 내재된 물리적 원리를 좀더 작은 재
료나 분자 또는 물리적 장(field)의 속성을 활용한 새로운 물리적 원리로 대체하려
는 경향이 있다.

④

역동적으로 되려는 경향

시스템은 기존의 움직이는 부품이나 작동하는 도구를 더 높은 수준의 자유도를 가
진 유연한 구조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다.

⑤ 매크로 수준으로 변환되려는 경향

진화의 한계에 도달한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내는)과 통합되
면서 추가적으로 진화하거나, 시스템 본래의 기능을 다른 시스템이 제공할 수 있다
면 제거할 수 있다.

기술시스템이 매크로 수준으로 변환되려는 경향은 3가지 유형이 있다:


상위시스템으로 기능을 전가시킴
예) 클라이언트-서버 구조를 이용하여 서버가 모든 데이터를 저장한다면, 각각의
PC에 자료를 저장할 필요가 없다.



두개의 시스템을 병합한 이중시스템
예) 망원경, 현미경



여러 개의 시스템을 병합한 복합시스템
예) 컴퓨터 네트웍, 인터넷

⑥ 리듬 조화의 경향

진화과정동안 시스템은 상호작용하는 구성요소들의 주파수(리듬)와 형태를 조화 또
는 부조화 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제３장 모순과 발명원리
제１절 모순분석
첫번째 TRIZ 문제분석기법이 바로 모순분석(contradiction analysis)이다. 모순분석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원하는 변화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석기법이
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모순을 맞이하게 된다.
모순은 일상적인 문제와 발명문제를 구분해주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발명문제를 정
의하기 위해서 모순의 개념을 이용한 것은 알트슐러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TRIZ의
추가적인 문제해결 및 분석기법을 개발하는 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일상적인 설계문제
를 최적화 기법이나 타협에 의해서 해결한다면, 발명문제는 모순을 제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모순은 무엇인가? 모순은 두개의 상호 배타적인 요구가 동일한 시스템이나 구성요소에
존재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내연기관의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실린더의 부피가 증
가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연료소모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두개의 상반되는 요구사항을 갖게 된다. 즉, 연료소모량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힘
을 증가시켜야 한다. 창조적 해결안은 반드시 모순을 제거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
고 있는 해결안은 연료소모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더 높은 힘을 제공해야만 하는 것들이다.
모순을 정의하는 것은 발명문제를 정립하는데 있어서 매우 강력한 기법이다.

TRIZ는 모순을 크게 기술적 모순(technical contradiction)과 물리적 모순(physical
contradiction)의 두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기술적 모순은 두개의 모순되는 요구가 시스템의
각 파라메터에 존재할 때 발생한다(예를 들어, 위의 예제에서 힘을 증가시키는 것은 연료소
모량과 모순된다). 물리적 모순은 두개의 모순되는 요구가 동일한 물리적 파라메터(또는 물
리적 상태)에 존재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선글라스는 태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두워
야 하지만, 사물을 명확하게 보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밝아야 한다. 기술적 모순
은

발명원리(inventive

principles)를

이용하여

해결하고,

물리적

모순은

분리원리

(separation principles)를 이용하여 해결한다.

제２절 40가지 발명원리
가장 유명하고 널리 사용되는 TRIZ의 문제해결기법이 바로 40가지 발명원리이다. 발명
원리는 특정 공학분야와 무관한 형태로 지금까지 제시되어 쌓인 발명 경험에 기초한 설계
지침들이다. 이러한 경험들은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체계적인 방식으로 조직된다. 다음은

40가지 발명원리를 자주 사용되는 빈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발명원리에 대한
설명은 부록 A를 참조하길 바란다.



파라메터변화 (Parameter changes)



사전 준비조처 (Prior action)



분할 (Segmentation)



기계식 시스템의 대체 (Replace a mechanical system)



분리 (Extraction)



유연성 (Flexibility)



주기적 조처 (Periodic action)



기계적 진동 (Mechanical vibration)



색상변화 (Color changes)



반전 (Inversion)



대체수단 (Copying)



국소품질 (Local quality)



일회용품 (Cheap short-living objects)



공압 및 수압 (Pneumatics and hydraulics)



폐기 또는 복구 (Discarding and recovering)



조처 과부족 (Partial or excessive action)



복합재료 (Composite materials)



중간매개물 (Intermediary)



다른 차원 (Another dimension)



범용성 (Universality)



타원체 (Spheroidality)



유해물 이용 (Convert harm into benefit)



불활성 환경 (Inert environment)



비대칭 (Asymmetry)



연한 껍질이나 얇은 막 (Flexible shells and thin films)



열팽창 (Thermal expansion)



상태전이 (Phase transitions)



셀프서비스 (Self-service)



사전 보호조처 (Beforehand cushioning)



다공성 소재 (Porous materials)



강한 산화제의 이용 (Use strong oxidizers)



평형추 (Counterweight)



병합 (Merging) - 시간, 공간



포개기 (Nesting)



건너뛰기 (Skipping)



피드백 (Feedback)



높이유지 (Equipotentiality)



동질성 (Homogeneity)



사전 예방조처 (Preliminary anti-action)



유용한 조처의 지속 (Continuity of useful action)

제３절 39가지 기술파라메터
발명원리를 체계적인 방식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알트슐러는 39가지의 일반화된 기술파
라메터를 만들었는데, 이들은 특정한 기술파라메터들을 일반화환 것으로써, “무게”, “생산
성”, “부피” 등이 그것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특정한 파라메터들을
39가지 기술파라메터의 하나로 나타내야 한다.



39가지 기술파라메터
1.

움직이는 물체의 무게 (Weight of moving object )

2.

고정된 물체의 무게 (Weight of nonmoving object)

3.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 (Length of moving object)

4.

고정된 물체의 길이 (Length of nonmoving object)

5.

움직이는 물체의 면적 (Area of moving object)

6.

고정된 물체의 면적 (Area of nonmoving object)

7.

움직이는 물체의 부피 (Volume of moving object)

8.

고정된 물체의 부피 (Volume of nonmoving object)

9.

속도 (Speed)

10. 힘 (Force)
11. 압력 (Pressure)
12. 모양 (Shape)
13. 물체의 안정성 (Stability of object)
14. 강도 (Strength)
15. 움직이는 물체의 내구력 (Durability of moving object)
16. 고정된 물체의 내구력 (Durability of nonmoving object)
17. 온도 (Temperature)
18. 밝기 (Brightness)
19. 움직이는 물체가 소모한 에너지 (Energy spent by moving object)

20. 고정된 물체가 소모한 에너지 (Energy spent by nonmoving object)
21. 동력 (Power)
22. 에너지의 낭비 (Waste of energy)
23. 물질의 낭비 (Waste of substance)
24. 정보의 손실 (Loss of information)
25. 시간의 낭비 (Waste of time)
26. 물질의 양 (Amount of substance)
27. 신뢰성 (Reliability)
28. 측정의 정확성 (Accuracy of measurement)
29. 제조의 정확성 (Accuracy of manufacturing)
30. 물체에 작용하는 유해한 요인 (Harmful factors acting on object)
31. 유해한 부작용 (Harmful side effects)
32. 제조용이성 (Manufacturability)
33. 사용편의성 (Convenience of use)
34. 수리가능성 (Repairability)
35. 적응성 (Adaptability)
36. 장치의 복잡성 (Complexity of device)
37. 조절의 복잡성 (Complexity of control)
38. 자동화의 정도 (Level of automation)
39. 생산성 (Productivity)

기술적 모순은 “개선하려는 일반화된 파라메터와 이로 인해서 악화되는 일반화된 파라
메터”와 같이 모순의 형태로 재정립한 후에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제를 정립하면 동
일한 유형의 모순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발명원리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발명원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발명원리 그 자체가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제공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발명원리는 특정한 유형의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제４절 모순행렬
40가지 발명원리를 이용하여 기술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순행렬을 이용해야
한다. 행렬의 수직 축에는 개선하려는 기술파라메터들이 나열되어 있고, 수평 축에는 개선
의 결과로써 악화되는 파라메터들이 나열되어 있다. 가로 축과 세로 축이 만나는 셀에는 이
러한 기술적 모순을 해결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발명원리들이 자주 사용되는 빈도에 따라

나열되어 있다(표 3 참조).

<표 3> 모순행렬 일부

제５절 모순행렬을 이용하여 기술적 모순을 해결하는 절차
모순행렬을 이용하여 기술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

1단계. 당신이 개선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한다.


나는 커피잔을 개선하고 싶다.

2단계. 만일 대상이 많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것들을 분리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특정한 부품에 초점을 맞춘다.


커피잔은 커피를 오랫동안 따뜻한 상태로 유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커피나 손
잡이를 개선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커피잔 설계에 관심이 있다.

3단계. 당신이 개선하고자 하는 파라메터를 가능한 상세하게 확인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신뢰성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대상의 어떤 구성요소가 신뢰성이 낮은지를 생각하고, 어떤
파라메터가 신뢰성에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생각한다. 신뢰성과 관련된 파라메터를 선택하
여 추가적인 분석에 이용한다. “파라메터”라는 용어를 매우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파라메터는 시스템의 속성이나 특징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개선한다”라는 동사는 제공되어야 하는 어떠한 유용한 효과를 의미하므로, 상황에 따
라서 “속도를 증가시킨다”와 “속도를 감소시킨다” 모두 개선으로 간주할 수 있다.


나는 커피잔이 커피를 가능한 따뜻하게 유지하기를 원하다. 즉, 커피의 온도를
가능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다.

4단계. 당신의 파라메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커피잔을 전기히터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커피를 따듯하게 유지할 수
있다.

5단계.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왜 당신이 원하는 개선을 달성할 수 없는지를 생각
해 본다. 무엇이 개선을 방해하는가? 대상이나 주위환경에서 무엇이 악화되는가? 개선으
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는 무엇인가? 그것을 대상이나 환경의 파라메터와 함께 명시한다.


전기히터를 사용하게 되면, 더 많은 전기에너지가 소모될 것이다.

6단계. 다음의 양식에 따라 모순을 정립한다: “나는 파라메터 X를 개선하고자 한다. (당신
의 방법을 기술한다)에 의하여 그것을 할 수는 있지만, 파라메터 Y가 악화된다.”


나는 외부의 가열장치를 이용하여 커피온도의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지만, 이 경
우에는 에너지 소모량이 증가한다.

7단계. 모순행렬을 이용한다. 모순행렬의 수직 축에 위치한 일반적인 파라메터 중에서 당
신이 개선하고자 하는 파라메터를 확인하고, 모순행렬의 수평 축에 위치한 일반적인 파라
메터 중에서 개선으로 인하여 악화되는 파라메터를 확인한다.


개선하려는 파라메터 : 온도, 악화되는 파라메터 : 에너지 소모

8단계. 당신이 선택한 파라메터에 대응하는 수직 축과 수평 축이 만나는 셀을 찾는다. 당
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발명원리들을 나타내는 몇 개의 숫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9단계. 발명원리들의 목록을 이용한다. 모순행렬의 셀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발명원리가
이러한 유형의 모순을 해결하는데 가장 자주 사용된다.

10단계. 제안된 발명원리를 당신이 직면한 문제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제안된 발명원리들
은 매우 일반적인 것이므로, 그것들을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사고와 탐
색을 위한 지침으로 간주한다.

11단계. 만일 어떠한 해결안도 발견할 수 없다면, 3단계로 되돌아가서 악화되는 파라메터
를 바꾸어 본다. 새로운 모순을 정립하고, 문제해결과정을 반복한다.

12단계. 만일 어떠한 해결안도 발견할 수 없다면, 개선하고자 하는 파라메터를 재정의한
다. 새로운 모순을 정립하고, 문제해결과정을 반복한다.

13단계. 여러 번을 되풀이해도 모순행렬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표준해결안이나 효과에
대한 포인터, ARIZ 등을 이용한다.

제４장 상호작용분석과 표준해결안
제１절 상호작용분석
또 다른 TRIZ의 문제해결도구는 표준해결안(inventive standards)이다. 발명원리가 일
반화된 기술파라메터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표준해결안은 설계제품 고유의 모
델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일단 모순을 극복하게 되면 간단한 문제와 복잡한 문제 모두를 해결하게 된다. 그러나
왜 모순이 발생하는가? 왜냐하면 발명가가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애쓰
는 동안에, 그는 기술적 대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
서 증가하는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술시스템은 꾸준히 효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의 발명문제 그룹이 기존의 기술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일단 기술시스템이 진화과정에 놓이게 되면, 그것은 모순을 만나기 시작한다.
기존의 기술시스템을 개선하여 증가하는 요구를 항상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유발한다: 어떠한 모순도 정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존재
할 수 있는가?
발명원리는 설계자가 모순을 만나는 경우에 이용해야 하는 반면에, 표준해결안은 문제
가 시스템의 구성요소들간의 불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포함할 때 이용한다.

시스템 구성요소들간의 상호작용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들이 있다:

유용한 상호작용
유해한 상호작용

~~~~~~~~~~~~~

불충분한 상호작용
과도한 상호작용
無 상호작용
유용+유해한 상호작용

~~~~~~~~~~~~~



유용한 상호작용: 유해한 효과 없이 충분한 수준에서 원하는 작용을 제공한다.



유해한 상호작용: 대상이 유해한 효과를 일으킨다.



과도한 상호작용: 대상의 작용이 너무 강하다.



無 상호작용: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대상의 일부 파라메터가 바뀌어야 하지만, 어
떻게 그것을 바꾸는지 모른다.



유용+유해한 상호작용: 대상의 작용이 유용하면서 동시에 유해하다.

시스템 구성요소들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게 되면, 현재 시스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어서 설명할 물질-장 분석과 표준해결안은 시스템 구성요소들간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침들을 제공한다.

제２절 물질-장 분석
별개의 기술문제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모델링하기 위해서 물질-장 분석(substancefield analysis)을 이용한다. 물질-장 분석의 기본 아이디어는 설계제품의 어떠한 부분도 상
호작용하는 물질(substance) 구성요소들간의 시스템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물질-장 분석에서 물질의 개념은 일반적인 의미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다양한 종류의 물질뿐만 아니라, 기술시스템이나 그들의 부품, 외부환경, 심지어 유기체도
포괄한다. 물질-장 분석은 기호를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대상의 일부 속성을 버리고, 모순을
일으키는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해결과정을 표현한다. 대상의 이름을 중립적인 단어인
물질로 교체하게 되면, 우리는 대상에 관한 기존의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물질
-장 분석에서 장의 개념은 물리학에서의 장의 개념과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물리학에는 4가
지 장(또는 상호작용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중력장, 전자기장,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
용. 그러나 이러한 4가지 장의 분류는 기술과 관련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기술시스템은 장
의 정량적, 정성적 파라메터에 매우 민감하다. 이것이 바로 물질-장 분석이 좀더 자세한 장
의 분류를 이용하는 이유이다. 물질-장 분석에서 이용하는 장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

다: 기계장(압력, 충격), 음향장(초음파, 초저주파), 열장, 전기장(정전기, 전류), 자기장, 전자
기장, 광학장(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이온 방사, 화학장(산화), 냄새, 등. 장(field)은 구
성요소들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데,

모델링한

구성요소중의

하나가

제공하는

기능

(function)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물질-장 분석에 자주 이용되는 장에는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다:



기계장(mechanical field)



음향장(acoustic field)



열장(thermal field)



자기장(magnetic field)



전자기장(electromagnetic field)

가장 기본적인 물질-장 모델(SFM)은 2개의 물질과 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컵의 SFM은 기계장을 통하여 상호작용하는 커피와 컵이라는 2개의 물질로 모델링
할 수 있다. 모든 시스템의 부품은 물리적 장을 통하여 상호작용하는 물질 구성요소들의 집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7>은 가장 기본적인 물질-장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F

S1

S2

<그림 7> 기본 물질-장 모델

결과적으로, 기술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구성요소는 2개의 물질과 1개의 장이다.
SFM은 기능을 수행하는 최소한의 조절 가능한 기술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진공청소기로 카페트를 청소하는 시스템의 경우, S1은 진공청소기가 되고,
S2는 카페트, F는 기계장에 해당된다. 사람이 벽에 페인트를 칠하는 시스템의 경우, S1은
사람이 되고, S2는 벽, F는 화학장이 된다.

물질-장 모델에는 3가지 기본모형이 있다:


불완전시스템



유해한 완전시스템



불충분한 완전시스템

불완전시스템은 원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다. 불완전한 물질-장 모델은 3가
지 구성요소중의 하나 또는 두 개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부족한 구성요소들
을 모델에 추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유해한 완전시스템은 유해하거나 원하지 않은 효과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유해한 물질장 모델은 모든 요소들은 존재하지만, S1과 S2간의 상호작용이 유해하거나 원하지 않은 효
과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하나
는 S1이나 S1·S2를 수정한 S3을 첨가하는 것이다.

제３절 표준해결안
TRIZ의 관점에서 보면 발명문제는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전형적인 문제와 비전형적
인 문제. 전형적인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
를 결정해주는 기술시스템의 진화경향을 기초로 만든 규칙들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들을 표준해결안(standard solutions)이라고 부른다.
주어진 문제의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물질-장 분석을 이용한다. 문
제의 유형이 확인되면, 표준해결안 중에서 주어진 문제의 상황과 맞는 것을 선택하여, 표준
해결안이 제시한 해결안을 이용하면 된다. 간단히 말하자면, 표준해결안은 해결안의 모델이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물질-장 분석은 표준해결안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되는 표준해결안은 알트슐러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1975년부터 1985년 사
이에 정리된 것으로 76가지가 있는데, 5가지 클래스로 분류되고, 각 클래스는 몇 개의 하위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다(표 4 참조).

<표 4> 표준해결안의 분류
클래스
클래스 1
(13개)
클래스 2
(23개)
클래스 3
(6개)
클래스 4

설명
물질-장 모델을 구축하고 파괴하는 것과 관련된 해결안으로써, 원하는
작용을 창출하거나 원하지 않는 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규칙들을 포함
하고 있다.
물질-장 모델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안으로, 시스템을 복잡하게 하지
않고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상위시스템(super system)이나 하위시스템(sub system)으로의 변환을
위한 규칙들을 포함하고 있다. 클래스 2와 3의 표준해결안들은 기술시
스템의 진화유형을 기초로 하고 있다.
탐지(detection)와 측정(measurement)에 관련된 특정한 문제들을 해

(17개)

결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규칙들을 포함하고 있다.
표준해결안을 적용하기 위한 도움말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해

클래스 5
(17개)

결안 개념을 얻는데 매우 중요하다. 종종 클래스 1~4의 표준해결안들
을 적용하면 시스템에 물질이나 장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복잡해진다. 클래스 5의 표준해결안들은 시스템을 간소화하
고 개선하기 위한 도움말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표준해결안은 1-1-4는 ‘만일 문제의 조건에 새로운 물질을 도입하는데 제
한이 있다면, 그 문제는 물질로써 외부환경을 이용하여 물질-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다’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부록 B에는 76가지 표준해결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신의 문제에 알맞은 표준해결안을 찾기 위해서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주어진 문제의 유형을 결정한다. 즉, 문제가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무언가를 탐지 또는 측정해야 하는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문제가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라면,
-

현재 시스템의 물질-장 모델을 구성한다.

-

만일 불완전한 물질-장 모델이라면 하위클래스 1.1의 표준해결안들을 적용한다

-

만일 유해한 물질-장 모델이라면 하위클래스 1.2의 표준해결안들을 적용한다

-

만일 불충분한 물질-장 모델이라면 클래스 2와 3의 표준해결안들을 적용한다

문제가 무언가를 탐지 또는 측정해야 하는 것이라면, 클래스 4의 표준해결안들을
적용한다.



해결안 개념을 찾았다면, 모델이 클래스 5의 표준해결안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간소
화할 수 있는지를 검사한다.

제５장 효과에 대한 포인터
이번에 다룰 TRIZ 문제해결도구는 효과에 대한 포인터라고 하는 모듈이다. 발명원리와
표준해결안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물리효과를 이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지 않는
반면에, 과학효과모듈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자연현상을 이용해야 하는지
를 알려준다.
알트슐러와 그의 등료들은 특허들을 분석한 결과, 창조적 해결안은 종종 특정 기술분야
에서 예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자연현상을 이용함으로써 얻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새로운 설계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연현상을 발견하는 것은 설계 초기 단계에 있
어서 매우 중요한 일의 하나이다. 그러나 물리학이나 화학책에 나오는 과학효과에 관한 지
식은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한 책은 단지 과학현상에 관한 속성을 과
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속성들이 특정한 기술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TRIZ의 과학효과에 대한 포인터는 공학과 과학을 연결시켜 주는 모듈이다. TRIZ 포인
터에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자연현상과 과학효과들을 기능별로 분류
해 놓았다. 효과를 찾기 위해서는 문제를 기술적 기능의 관점에서 정립하면 된다. 예를 들
어, “온도를 높인다” , “에너지를 축적한다”와 같은 형태로 정립한 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과학효과를 찾으면 된다. 예를 들어, 문제해결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이 액체를
이동시키는 것이라면 모세관 현상이나 로렌쯔 법칙과 같은 액체를 이동시킬 때 적용될 수
있는 자연과학적 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림 8>은 Invention Machine 사의 소프트웨어인 TechOptimizer 3.0의 Effects 모듈
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화면의 좌측에는 문제해결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이 물질과 장의
형태로 구분되어 있고, 우측에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효과들이 그림
과 함께 설명되어 있고, Example을 클릭하면, 관련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8> Techoptimzer 3.0의 Effects 모듈

제６장 발명문제해결알고리듬: ARIZ
발명문제에 대한 2가지 만연된 오류가 있다. 첫번째 오류는 “이 문제는 나의 능력 범위
를 뛰어 넘네요. 만일 당신이 나의 능력 범위내의 문제를 준다면…” 두번째 오류는 “문제가
잘못 제시되었네요. 문제를 정확하게 정립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첫번째 오류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강력한 해결안들은 잘 연구된 지식의 범위 밖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두번째 오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상당히 많은 관련이 있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
는가? 어떻게 문제들이 단어로 표현되는가? 우리는 문제를 제시되는 그대로 믿어야만 하는
가?
정확하게 정립된 발명문제는 없다. 명확히 정의된 문제는 그것의 핵심적인 물리적 모순
을 정립하는 것과 동등한데, 이렇게 정의된 문제는 해결안 바로 근처에 와 있는 것이나 다
름없다. 그러나 대다수의 문제는 TRIZ를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술되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과학에서 명확히 정의된 질문은 대답의 90%를 얻은 것
이다라고 누군가가 말했다. 당신은 질문을 정확히 하기만 하면 된다. 실제로 TRIZ를 기반으
로 한 문제해결과정의 의미는 문제의 조건을 정확하게 끄집어 내고 핵심 질문에 집중하는데
초점을 맞춘 문제 재정립이라고 할 수 있다.

TRIZ를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과정은 문제의 조건을 정확하게 끄집어 내고
핵심 질문에 집중하는데 초점을 맞춘 연속적인 문제 재정립 과정이다.

발명가에게 주어지는 문제의 조건을 초기상황이라고 부른다. 초기상황은 행정적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 즉, 무엇이 필요한지는 알지만, 그것을 어떻게 얻는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
다. 모든 초기상황은 친숙한 규칙에 따라서 애매한 문제에서 기술적 모순을 포함한 발명문
제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전변화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 TRIZ는 ARIZ라는 것을 제공
한다.
ARIZ란 발명문제해결 알고리듬(Algorithm for Inventive Problem Solving)이라는 러시
아 말의 약자로서, TRIZ의 중요한 분석도구중의 하나이다. ARIZ는 제품을 개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연속적인 문제해결 과정이
다. ARIZ는 기술적 모순을 정립하는 것에서부터 물리적 모순을 정립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문제를 재정립하기 위한 많은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RIZ는 문제
를 해결하는데 이용할 수도 있는 몇가지 기법들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알고리듬”이라는 용어는 애매하다. 수학에서 말하는 알고리듬은 문제를 해
결하는데 필요한 엄격히 규정된 연속적인 스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수학에서의 알고리듬
은 양의 제곱근을 구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일련의 행위(action)들인 것이다. 이러한 유
형의 알고리듬은 엄격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각각의 단계는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고, 문제

의 조건 변화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의 성격에 의존하지 않는다.
ARIZ는 다른 알고리듬과는 달리 융통성이 있다. 즉, 동일한 문제도 문제를 해결하는 사
람과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접근으로 해결할 수 있다. ARIZ는 그
것을 사용하는 개인의 성격을 무시하지 않는다. ARIZ는 발명가의 특정한 개인적 능력을 최
대한 활용하도록 자극한다. 그러므로 문제진술에서부터 그 해법으로까지의 통로는 개개인마
다 다를 수 있다. 발명가는 그의 지식, 경험, 창조적 능력에 따라서 행동한다. 알고리듬은
단지 발명가가 잘못된 과정을 수행하는 것으로부터 구해줄 따름이다. 각각의 발명가들은
TRIZ를 이용할 때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각각 다른 해법들을 도출할 수 있다. ARIZ는 발명
가로 하여금 주어진 문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결안으로 인도해주는 구조를 갖고 있다.
다른 도구들처럼 ARIZ 또한 사용자의 도구에 대한 지식에 상당히 의존하는 결과를 낳
는다. 단지 알고리듬의 문구를 읽은 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축구경기에 대한 규칙을 읽은 후에 곧바로 축구경기에 참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전에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 ARIZ도 마찬가지다. ARIZ를 이용해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과 실용적인 기술들이 필요하다.
ARIZ는 1956년에 처음으로 개발된 후 많은 수정과정을 통해 발전해 왔다. ARIZ란 용
어는 1965년에 처음 사용되어, 그 후로 ARIZ-68, ARIZ-71, ARIZ-77, ARIZ-82, ARIZ-85
등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는 ARIZ-85C의 경우, 총 9개 파트
에 40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11개의 규칙과 44개의 주석, 7개의 주의사항과 부록
으로 2개의 표가 있다.

본 교재에서는 부록 C에서 ARIZ-71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소개할 것이다.

부록 A. 40가지 발명원리
1.

분할 (Segmentation)
A. 물체를 독립된 부분으로 나눈다.

2.

B.

물체를 조립식으로 만든다.

C.

물체의 분할 정도를 늘린다.



모듈로 된 컴퓨터 부품



거대한 트럭을 트럭과 트레일러로 나눈다.



조립식 가구



신속하게 조립할 수 있는 배관의 관절



원하는 길이만큼 쉽게 이을 수 있는 정원용 호스



베니스식 블라인드

분리 (Extraction)
A. 방해가 되는 부분이나 속성을 물체로부터 분리한다.
B.

필요한 부분을 물체로부터 분리한다.



압축 공기가 필요한 건물에서 요란한 압축기를 건물 밖에 위치시킨다.



비행장에서 새들을 쫓아내기 위해 녹음기를 이용해서 새들을 놀라게 하는 소리
를 낸다. 이 소리의 주파수는 새들만을 위해서 분리된 것이다.

3.

국소품질 (Local quality)
A. 동일한 구조의 물체나 환경을 이질적인 구조로 변환한다.
B.

물체의 각 부분이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상태에 놓이게 한다.

C.

물체의 각 부분이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일정한 온도, 압력, 밀도 대신에 이들의 변화율을 사용한다.



뜨거운 음식과 찬 음식, 음료를 구분하기 위한 칸막이가 있는 도시락



지우개 달린 연필



다기능 공구



탄광에서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물방울을 착암기와 적재기의 작동
부분에 뿌린다. 물방울이 작을수록 먼지 제거 효과가 크지만 작은 물방울들은
안개와 같아서 작업 자체를 방해한다. 이 문제는 작은 물방울을 주위에 좀 더
큰 물방울 층을 만드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4.

비대칭 (Asymmetry)
A. 물체의 구조를 대칭 구조에서 비대칭 구조로 바꾼다.
B.

물체가 이미 비대칭이라면 그 정도를 증가시킨다.



원통형의 축을 손잡이(knob)에 단단히 붙이기 위해서 일부를 납작하게 한다.



비대칭 혼합 용기(믹서, 레미콘 트럭)



커브 길에서 타이어의 마모를 줄이기 위해서 타이어의 바깥쪽을 안쪽보다 강하
게 만든다.


5.

봉합을 개선하기 위해서 원형대신 타원형의 횡단면을 이용한다.

병합 (Merging) - 시간과 공간
A. 동일하거나 비슷한 물체들을 가까이 모아 두거나 병합한다(공간).

6.

B.

물체들이 연속적 또는 병렬로 작동하게 한다(시간).



오디오세트



네트워크로 연결된 개인용 컴퓨터



통풍시스템에서의 바람개비



병렬처리 컴퓨터에 있는 수천 개의 마이크로프로세서



회로 판에 있는 전자칩들



베니스식 블라인드



여러 가지의 혈액형을 동시에 분석하는 의료분석 기구



절삭을 하면서 동시에 절삭공구에 냉각제를 뿌려준다.

범용성 (Universality)
A. 시스템이 여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7.



치약이 포함된 칫솔 손잡이



침대용 소파



유모차로 변환되는 어린이용 자동차 안전 시트

포개기 (Nesting)
A. 하나의 물체를 다른 물체 속에 넣는다.
B.

하나의 물체가 다른 물체의 구멍을 통과한다.



컵이나 스푼의 부피 측정



러시아인형 (Matreshka)



마이크와 스피커가 내장된 휴대용 오디오 시스템



라디오 안테나

8.



줌렌즈



안전벨트



비행기의 착륙장치

평형추 (Counterweight)
A. 물체의 무게를 양력을 가진 다른 물체와 연결하여 상쇄한다.
B.

물체의 무게를 공기나 물에 의한 주위 환경과 상호 작용하게 한다.



건설용 기중기



통나무 묶음에 거품이 나는 약품을 주입해서 물위에 잘 뜨게 한다.



플래카드를 지지하기 위해서 헬륨 풍선을 이용한다.



비행기의 날개구조는 날개 위의 공기밀도를 감소시키고 날개 아래의 공기밀도
를 증가시켜 뜨게 한다.

9.



비행기 날개의 소용돌이 줄무늬



물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수중익선

사전 예방조처 (Preliminary anti-action)
A. 어떠한 작용을 해야 할 경우 사전에 이에 대한 역작용을 고려한다.
B.

물체에 스트레스를 미리 가한다.



PH가 높은 물질로부터의 해를 막기 위해서 수용액을 이용한다.



강철봉을 콘크리트에 넣기 전에 미리 스트레스를 가한다.



페인트칠을 하지 않을 곳을 미리 테이프로 싼다.



X-선에 노출되는 부분을 납으로 된 치마를 사용하여 가린다.

10. 사전 준비조처 (Prior action)
A. 물체가 겪게 될 변화를 미리 겪게 한다.
B.

이동시간의 낭비 없이 물체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위치에 배열한다.



미리 풀칠해 둔 벽지



수술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봉합된 쟁반에서 살균한다.



무디어진 부분을 잘라내서 사용하는 칼날



JIT에서의 간판 배열

11. 사전 보호조처 (Beforehand cushioning)
A. 신뢰성이 낮은 물체에 대해서 미리 비상 수단을 준비해 둔다.


예비 낙하산



도난 방지를 위한 상품의 바코드

12. 높이 유지 (Equipotentiality)
A. 물체가 올려지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작업조건을 변화시킨다.


자동차 엔진 오일을 교환하기 위해서 작업자가 구덩이에 들어가서 작업한다.



파나마 운하

13. 반전 (Inversion)
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대의 조치를 취한다.
B.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고정시키고, 고정된 부분을 움직일 수 있게 한다.

C.

물체나 공정을 거꾸로 뒤집는다.



딱딱한 부분을 무르게 하기 위해서, 바깥쪽을 가열하는 대신 안쪽을 얼린다.



모하메드를 산으로 옮기는 대신에, 산을 모하메드로 옮긴다.



공구대신에 부품을 회전시킨다.



러닝머신



컨테이너를 비우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뒤집는다.

14. 타원체 (Spheroidality)
A. 직선 대신에 곡선을 이용한다.
B.

롤러나 볼, 나선형, 돔을 이용한다.

C.

원심력을 이용하여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꾼다.



건축물에서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크나 돔을 사용한다.



물체를 들어올리는데 사용하는 나선형 기어



잉크 분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볼 포인트나 롤러 포인트를 사용한다.



가구를 옮기는데 원통형 바퀴 대신에 구형 바퀴를 사용한다.



컴퓨터 볼 마우스

15. 유연성 (Flexibility)
A. 최적 작동조건을 위해 물체나 외부 환경이 변하게 한다.
B.

물체의 각 부분이 상대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나눈다.

C.

물체가 만일 유연하지 않다면 유연하게 한다.



조정가능한 핸들, 의자, 거울



버터플라이 키보드



엔진검사를 위한 유연한 boroscope



의료검사를 위한 유연한 결장경

16. 조처 과부족 (Partial or excessive action)
A. 주어진 해결방법을 이용하여 목표를 100% 달성할 수 없다면, '조금 덜' 또는 '
조금 더'와 같은 방법을 이용한다.


페인트칠 할 때 과도하게 뿌린 다음에 초과된 부분만 제거한다.



호퍼



이미지 압축기술

17. 다른 차원 (Another dimension)
A. 물체를 2차원 혹은 3차원 공간으로 옮긴다.
B.

단층 배열 대신에 다층 배열을 이용한다.

C.

물체를 기울이거나 방향을 전환한다.

D. 주어진 영역의 반대쪽을 이용한다.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적외선 컴퓨터 마우스는 평면이 아니라 공간상에서 움직
인다.



5축 절단공구



여러 장의 CD가 들어가는 CD 플레이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양면이 프린트된 전자회로



덤프트럭



복합 마이크로 전자회로

18. 기계적 진동 (Mechanical vibration)
A. 물체를 진동시킨다.
B.

진동이 있다면 진동수를 증가시킨다

C.

전자기장을 초음파 진동과 함께 이용한다.



진동하는 날을 가진 전자 조각칼



진동을 이용하여 분말을 배분한다.



초음파 진동을 이용하여 담석이나 신장 결석을 파괴한다.



수정발진 시계



유압 해머

19. 주기적 조처 (Periodic action)
A. 연속적인 조처 대신에 주기적인 조처를 취한다.

B.

조처가 이미 주기적이라면 주기의 정도를 바꾼다.

C.

다른 조처를 수행하기 위해서 펄스 사이에 휴지기간을 사용한다.



해머로 물체를 반복해서 두드린다.



연속적인 사이렌을 주기적인 사이렌으로 바꾼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모스 부호 대신에 주파수 변조를 이용한다.



연속적인 사이렌을 진폭이나 주파수가 변하는 사이렌으로 바꾼다.

20. 유용한 조처의 지속 (Continuity of useful action)
A. 물체의 모든 부분이 항상 최대한으로 작동하게 한다.
B.

모든 유휴 또는 단속 작업을 제거한다.



플라이휠은 자동차가 멈출 때 에너지를 저장해서 모터가 최적의 힘으로 작동하
도록 유지해 준다.



공장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작업을 최적 페이스에 도달할 때까지 연속적으
로 수행한다.



프린터 용지를 공급하는 동안 인쇄한다.

21. 건너뛰기 (Skipping)
A. 유해하거나 위험한 공정을 최고속도로 수행한다.


치아를 갈 때 치아 조직이 가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드릴을 고속으로 회전
시킨다.



플라스틱 절단할 때 변형을 피하기 위해서 열이 플라스틱에 퍼지기 전에 빠르
게 절단한다.

22. 유해물 이용 (Convert harm into benefit)
A. 바람직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로운 요인을 부분적으로 사용한다.
B.

유해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유해한 요소를 첨가한다.

C.

유해한 요인이 더 이상 유해하지 않을 때까지 그것을 강화한다.



레모네이드



폐기물의 열을 사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킨다.



폐기물 재활용



부식성 용액에 완충물질을 첨가한다.



잠수할 때 공기와 질소 혼합물로부터 질소의 마취성분과 산소의 독성을 제거하
기 위해서 헬륨-산소 혼합물을 사용한다.



산불이 났을 때 땔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대쪽에 불을 지른다.

23. 피드백 (Feedback)
A.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이용한다.
B.

기존의 피드백의 본질을 변화시킨다.



통계적 공정관리(SPC)



오디오 회로에서 자동 볼륨 제어



항공기가 공항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 있을 경우 자동조종장치의 민감도를 변
화시킨다.



냉방을 할 때 에너지의 효율을 위해서 자동온도조절장치의 민감도를 변화시킨
다.



무게를 소리로 변화시킨다.



빛 대신 전기신호를 이용한 망원경

24. 중간 매개물 (Intermediary)
A. 중간 매개체 혹은 중간 공정을 사용한다.
B.

쉽게 제거될 수 있는 물체를 임시로 물체에 결합한다.



해머와 못 사이에 사용되는 목수의 못박는 기구



뜨거운 접시를 식탁에 옮기는데 사용되는 용기 받침

25. 셀프서비스 (Self-service)
A. 보조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물체가 자신에게 서비스하도록 한다.
B.

쓰레기 자원, 에너지를 이용한다.



할로겐 램프는 사용하는 동안 필라멘트를 재생한다. 증발된 물질이 다시 부착
된다.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다.



엔진의 열을 이용한 난방



동물의 배설물을 비료로 사용한다.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음식물과 잔디 쓰레기를 이용한다.

26. 대체수단 (Copying)
A. 비싸고, 깨지기 쉽고, 이용하기 어려운 물체 대신에 간단하고 값싼 복제품을
이용한다.
B.

빛의 복사를 사용하여 물체나 공정 등을 관찰한다.

C.

빛의 복사 대신 자외선이나 적외선 복사를 이용한다.



보안시스템의 침입자나 곡물의 질병 등과 같은 데서 열원을 감지하기 위해서

적외선 이미지를 사용한다.


컴퓨터를 통한 가상현실



세미나에 참가하는 대신 오디오 테이프를 듣는다.



화성 표면의 사진을 조사한다.



사진의 크기를 측정함으로써 물체의 크기를 측정한다.



태아의 건강을 알아보기 위해서 소노그래프를 이용한다.

27. 일회용품 (Cheap short-living objects)
A. 비싼 물체를 값싼 물체로 교체한다.


기저귀의 세탁비용을 없애기 위해서 1회용 기저귀를 사용한다.



모든 1회용 제품

28. 기계식 시스템의 대체 (Replace a mechanical system)
A. 기계적인 방법을 감각(빛, 소리, 냄새)을 이용하여 대체한다.
B.

물체와 작용하는 전기, 자기, 전자기장을 이용한다.

C.

정적인 장을 동적인 장으로, 비구조적인 장을 구조적인 장으로 변화시킨다.

D. 장과 강자성 분자를 함께 사용한다.


개나 고양이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물리적 울타리 대신에 음향 울타리로 대체
한다.



가스누출을 알 수 있도록 기계나 전자장치를 이용하는 대신에 독한 냄새가 나
는 성분을 사용한다.



액체의 밀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성 물질을 사용한다.



자기장을 이용한 자기부상열차



자기장을 사용하여 강자성 물질을 포함한 물질을 가열한다. 온도가 퀴리점(자
기 변태가 일어나는 온도)을 초과할 때 그 물질은 상자성 물질이 되어 더 이상
열을 흡수하지 않는다.

29. 공압 및 수압 (Pneumatics and hydraulics)
A. 고체 대신에 기체나 액체를 이용한다.


겔로 채워진 신발 밑창



유체 시스템에서 바퀴를 감속시킬 때 에너지를 저장하여, 나중에 가속할 때 재
사용한다.

30. 연한 껍질이나 얇은 막 (Flexible shells and thin films)
A. 3차원 구조 대신에 유연한 쉘이나 얇은 필름을 이용한다.

B.

물체를 유연한 쉘이나 얇은 필름을 이용하여 외부환경과 격리시킨다.



물침대



겨울에 테니스코트 보호용으로 부풀릴 수 있는 커버를 이용한다.



저수지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양극성 물질(한쪽은 친수성, 다른 한쪽은 소수
성)의 필름을 띄운다.



식물의 잎으로부터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합체를 뿌린다.

31. 다공성 소재 (Porous materials)
A. 물체를 다공성으로 만들거나 다공성 물질을 첨가한다.
B.

만일 물체에 구멍이 있다면, 더 작은 구멍을 이용한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구조물에 구멍을 뚫는다.



수소를 팔라듐 스폰지의 구멍에 저장한다. (수소자동차의 연료탱크 - 수소가스
를 저장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32. 색상변화 (Color changes)
A. 물체나 외부 환경의 색을 변화시킨다.
B.

물체나 외부 환경의 투명도를 변화시킨다.



암실에서 붉은 빛을 이용하여 사진을 현상한다.



반도체 공정에서 투명한 물질을 고체 마스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석판인쇄를
사용한다.



투명한 붕대

33. 동질성 (Homogeneity)
A. 똑같은 재료 혹은 동일한 특성을 갖는 물체와 상호 작용하는 물체를 만든다.


용기와 내용물이 반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용물과 같은 재료의 용기를
사용한다.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만든 절단 도구를 이용하여 자른다.

34. 폐기 또는 복구 (Discarding and recovering)
A. 기능을 수행했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체는 증발되거나 용해되어 없어진
다.
B.

물체의 소모되는 부분을 작동 시에 회복한다.



녹는 알약 캡슐



얼음 구조 : 임시 둑과 같이 땅을 임시로 다지기 위해서 얼음이나 드라이아이
스를 이용한다. 땅을 채우고 나면, 나중에는 얼음이 녹거나 승화하여 없어진다.



저절로 날이 갈리는 잔디 깎기



주행 중에 스스로 튠업 되는 자동차 엔진

35. 파라메터변화 (Parameter changes)
A. 물체의 물리적 상태를 변화시킨다(고체, 액체, 기체).
B.

농도를 변화시킨다.

C.

유연성의 정도를 변화시킨다.

D. 온도를 변화시킨다.


시럽이 들어있는 초콜릿 사탕의 제조 - 시럽을 얼린 후 액체 초콜릿에 잠시
담근다.



산소, 질소 등을 수송할 때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액체 상태로 운반한다.



액체비누는 덩어리 비누보다 농도가 진하고 점도가 높다. 또한 여러 사람이 사
용할 때 좀 더 위생적이고 적정량을 따르기가 쉽다.



유연성과 내구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고무를 고온에서 유황으로 처리한다.



강자성체를 성자성체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퀴리점 이상으로 온도를 올린다.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서 온도를 올린다 (맛, 향기, 구조 등의 변화).



의학용 표본을 낮은 온도에서 보관한다.

36. 상태전이 (Phase transitions)
A. 상태전이시 발생하는 현상을 이용한다. (부피변화, 열손실 또는 흡수)


물은 다른 액체와는 달리 얼면 부피가 팽창한다.



폐쇄 열역학 사이클의 기화열과 응고열을 이용한 열펌프

37. 열팽창 (Thermal expansion)
A. 물질의 열팽창을 이용한다.
B.

열팽창이 사용되고 있다면 다른 열팽창 계수를 갖는 여러 개의 물질을 사용한
다.



부품을 단단하게 조립하기 위해서 안에 들어갈 부분은 냉각시키고, 밖에서 싸
는 부분은 가열하여 조립한다.



자동차의 리프스프링



바이메탈

38. 강한 산화제의 이용 (Use strong oxidizers)

A. 일반 공기를 산소가 많은 공기로 바꾼다.
B.

일반 공기를 순수한 산소로 바꾼다.

C.

공기나 산소를 이온화한 방사선에 노출시킨다.

D. 이온화된 산소를 사용한다
E.

오존화된(또는 산화된) 산소를 오존으로 바꾼다.



잠수용 산소통



산소-아세틸렌 토치를 사용하여 고온으로 철근을 절단한다.



환자를 고압산소 환경에서 치료한다. - 박테리아를 죽이고 치료를 돕는다.



공기청정기에서 오염물질을 골라내기 위해서 공기를 이온화한다.



사용하기 전에 가스를 이온화함으로써 화학반응 속도를 높인다.

39. 불활성 환경 (Inert environment)
A. 정상적인 환경을 불활성 상태로 만든다.
B.

공정을 진공상태에서 진행한다.



아르곤 기체를 이용하여 뜨거운 금속 필라멘트의 파손을 막는다.



창고에서 솜에 불이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창고로 옮길 때 불활성가스로
처리한다.

40. 복합재료 (Composite materials)
A. 복합재료를 이용한다.


비행기 동체의 복합재료는 가볍고 강하고 유연하다.

부록 B. 76가지 표준해결안
분류1 : SFMs의 결합 및 분해
Group 1-1 : SFM의 합성
Group 1-2 : SFMs의 분해

분류 2 : SFMs의 진화
Group 2-1 : 복잡 SFMs으로의 전이
Group 2-2 : SFM의 진화
Group 2-3 : 리듬조화에 의한 진화
Group 2-4 : Ferro-Magnetic SFMs

분류 3 : 상위시스템과 미세수준으로의 전이
Group 3-1 : Bi-System 과 Poly-System으로의 전이
Group 3-2 미세수준으로의 전이

분류 4 : 측정 및 검출 원칙
Group 4-1 : 측정/검출 대신에 시스템 변경
Group 4-2 : 측정시스템의 합성(Synthesis)
Group 4-3 : 측정시스템의 강화(Enhancement)
Group 4-4 : Ferro-Magnetic 측정시스템으로의 전이
Group 4-5 : 측정시스템의 진화

분류 5 : 도움말
Group 5-1 : 물질(Substance)의 도입
Group 5-2 : 장(Fields)의 도입
Group 5-3 : 상태전이(Phase Transition)의 활용
Group 5-4 : 물리 Effects의 활용
Group 5-5 : 물질입자의 획득

Class 1 : SFMs의 결합 및 분해
Group 1-1 : SFM의 합성

표준1-1-1. 변경시키기 어려운 대상의 수정이 요구되고 물질이나 장의 도입이 제약되지 않
은 경우, 이 문제는 SFM을 합성함으로써 해결됨 : 대상은 물리장의 작용에 의해 필요한 수
정을 생성하게 된다.

예제 : 가루물질에서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물질에 원심력을 작용시킨다.

표준 1-1-2. 존재하고 있는 SFM을 요구수준까지 수정하는 것이 어렵고, 주어진 물질에
첨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이 문제는 Internal Complex SFM으로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전이 시킴으로써 해결됨 : 기존의 물질에 첨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제어성을 강화
시키거나 또는 요구되는 성질을 SFM에게 전달할 수 있음.

예제 : 매우 작은 액체방울을 검출하기 위해, 사전에 액체에 Luminphore를 첨가하면,
자외선 빛을 사용해서 쉽게 검출됨.

표준 1-1-3. 존재하고 있는 SFM을 요구수준까지 수정하는 것이 어렵고, 주어진 물질에
첨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 문제는 External Complex SFM으로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전이 시킴으로써 해결됨 : 이러한 물질중 하나를 도입하므로써 제어성을 강화
시키거나 또는 요구되는 성질을 SFM에게 전달할 수 있음.

또는

예제 : 파이프에서 가스의 누출을 검출하기 위해, 파이프의 외면에 가스와 반응하면 거품을
생성하는 물질을 씌우면 눈으로 쉽게 검출할 수 있음.

표준 1-1-4. 존재하고 있는 SFM을 요구수준까지 수정하는 것이 어렵고, 주어진 물질에
첨가제를 도입하거나 부착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 문제는 외부환경을 물질로
활용하여 SFM을 합성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한다.

표준 1-1-5.

만약 외부환경이 SFM을 합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요한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물질은 외부 환경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환경을 분해 또는 환경에 첨가
제를 도입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예제 : Sliding Effect의 Coefficient를 개선하기 위해서, Aerated Liquid Lubricant(기포 생
성한 액체 윤활유)를 적용함.

표준 1-1-6. 만약 작용의 Minimum(Measured, Optimal) Mode가 요구되지만 문제의 조건
에 의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Maximum Mode를 사용해야 하며, 이때 초과되는 작용은
제거 시켜야 한다. 초과되는 물질은 장에 의해 제거되고, 초과되는 장은 물질에 의해 제거
한다.

또는

예제 : 부품을 정밀하게 도장하기 위해서 페인트가 담긴 용기에 부품을 담근후 빼내서 회전
시키면 원심력에 의해 과잉의 페인트가 제거된다.

표준 1-1-7. 어떠한 물질에 최대모드의 작용이 요구되지만, 어떠한 이유에 의해 불가능한
경우, 처음 물질에 부착된 또 다른 물질을 통해 최대작용은 보전하면서 처음의 물질에
작용시킨다.

예제 : 강화 콘크리트의 제조시, 철근대신에 금속Wire를 사용할 수 있지만 금속Wire는
인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약 700℃정도로 가열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기구적 물성이
변형된다. 금속Wire의

물성변화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인장시키기

위해서는

철근에

금속Wire를 연결하여 철근을 가열하면 된다.

표준 1-1-8-1. 만약 선택적인 Maximum Mode가 요구되는 상황(특정 지역에는 최대모드,
다른 지역에는 최소모드)이라면, 장의 모드는 최대모드를 적용하며, 최소작용이 요구되는 장
소에는 보호물질을 도입한다.

예제 : 주사용 유리용기를 밀봉할 때, 과열은 액체약품을 성질을 변화 시키므로 밀봉되는
Tip을 제외한 나머지 용기는 물속에 넣으면 물이 Tip 이외 용기의 과열을 차단하므로 약품
의 변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표준 1-1-8-2. 만약 선택적인 Maximum Mode가 요구되는 상황(특정 지역에는 최대모드,
다른 지역에는 최소모드)이라면, 장의 모드는 최소모드를 적용하며, 최대작용이 요구되는 장
소에는 국부적인 장(Local Field)을 생성시킬 수 있는 물질(Thermal Action에 대응하는
Termite 또는 Mechanical Action에 대응하는 Explosive물질)을 도입한다.

예제 : 두개의 금속부품을 용접할 때 사용하는 Exothermic Powder 물질은 추가 열을 발생
시켜 두개 부품사이에 전달한다.

Group 1-2 : SFMs의 분해

표준 1-2-1. 만약 SFM의 두 물질사이에 순기능이나 역효과가 발생되고, 두 물질사이에 직
접적인 접촉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이 문제는 제3의 외부물질을 두 물질사이에 도입하면
해결된다.

Note : 시스템에 도입하는 제3의 물질은 외부에 존재하는 기존의 물질 또는 현재 존재하는
물질에 존재하는 장을 노출하여 얻어질 수 있다. 특히 도입되는 물질로는 Void, 거품,
Foam 등도 고려될 수 있다.

예제 : 시추공의 벽면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폭발중에 발생되는 가스를 활용하지만, 이

러한 가스도 벽면의 Crack을 유발하므로, 제3의 물질인 점토를 이용하여 벽면에 씌우는 것
이 제안될 수 있다.

표준 1-2-2. 만약 SFM의 두 물질사이에 순기능이나 역효과가 발생되고, 두 물질사이에 직
접적인 접촉을 유지할 필요가 없지만, 외부의 물질을 활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거나 불편
을 유발하는 경우, 이 문제는 시스템내 존재하는 두 물질의 수정형태로 제3의 물질을 생성
하여 두 물질사이에 도입하여 해결한다.

Note : 시스템에 도입하는 제3의 물질은 외부에 존재하는 기존의 물질 또는 현재 존재하는
물질에 존재하는 장을 노출하여 얻어질 수 있다. 특히 도입되는 물질로는 Void, 거품,
Foam 등도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물질의 수정은 SFM내 물질운동원리 또는 법칙의 변화를
유발할 수도 있다 : Movable-Fixed Parts etc.

예제 : 유체역학 분야에서 유체가 고속으로 운반될 때, Foil과 유체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
에 의해 발생되는 진공(Cavitation)에 의해 Foil이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문제의 해
결을 위해서 Foil을 냉각시키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Foil과 접촉된 부분의
유체가 냉각되어 얼음 층을 형성하므로 Foil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다.

표준 1-2-3. 만약 어떤 물질에 작용하는 역효과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 이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로 장의 역효과를 돌릴 수 있는 제2의 물질을 도입하면 해결된다.

예제 : 혹한기에 땅속에 매설된 통신 Cable이 응력에 의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able을 매설하기 이전에 Cavity를 형성하면 된다.

표준 1-2-4. 만약 SFM에서 두 물질사이에 순효과와 역효과가 발생되고 있으면서 두 물질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요구되는 경우,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순효과는 주어진 장을 이용하
여 유지하고 새로운 장으로 역효과를 중화시키는(또는 역효과를 순효과로 변환하는) Dual
SFM으로 전이하여 해결한다.

예제 : 꽃의 수분작용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공기흐름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꽃 봉오리를 닫게 만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lectrostatic Discharge를 이용하여
꽃을 개화시키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표준 1-2-5. 만약 자기장을 이용하여 SFM을 분해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이 문제는
물리적 효과인 “물질의 Ferromagnetic 성질” (예를 들어 충격이나 Curie Point 이상의
가열에 의한 Demagnetizing)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Note : 자기장은 자석 시스템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다른 것들의 장의 효과를 보상하는 그
순간에 발생된다. 그중의 하나가 Demagnetize 될 때 자기장은 시스템 내에 발생할 것이다.

예제 : 용접을 하고 있는 동안에 Ferromagnetic Powder를 용접 존에 삽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용접전류에 의한 전자기장으로 인해 파우더 입자를 정확히 용접 존에 위치시키는
것이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우더를 Curie Point 이상으로 가열하여 비자성체
로 만드는 것이 제시될 수 있다.

Class 2 : SFMs의 진화
Group 2-1 : 복잡 SFMs으로의 전이

표준 2-1-1. SFM을 구성하는 하나의 Part가 독립적으로 콘트롤되는 SFM으로 변화되고
Chain SFM을 형성하는 경우 SFM의 효율은 강화된다.

예제 : 가파른 경사지에서 작동중일 때 무게중심(Center of Gravity)을 가변시킬 수 있는
Tractor

표준 2-1-2. 콘트롤되고 있는 SFM의 효율 향상이 요구되고 SFM 요소의 대체는 허가되지
않는

경우,

이

문제는

콘트롤하기

합성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용이한

제2의

SFM을

도입하여

Dual

SFM을

예제 : 금속을 원심분리기에서 회전시킴으로 용융된 금속의 콘트롤 용이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Group 2-2 : SFM의 진화

표준 2-2-1. 콘트롤되지 않거나 통제할 수 없는 장을 콘트롤 할 수 있는 장으로 대체 함으
로써 SFM의 효율을 강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중력장은 기계장으로, 기계장은 전기장으
로 대체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Note : 특정의 경우 기존의 장을 다른 장으로 대체하는 것 이외에도 기존의 장을 다음에 제
시하는 라인에 의해 개선함으로써 장의 통제성(Controllability)을 강화시킬 수 있다

연속적인 장 →

단조 변화 장 (Monotonically Changing Field) → Pulsed Field →

Variable Field → Variable in Frequency & Amplitude

→ ………

예제 : 비균질(Non-Uniform) 금속의 절단을 위해 금속날(Metal Blade)을 Water Jet으로 대
체

표준 2-2-2. SFM의 효율은 Tool로써 작용하는 물질의 세분화(Fragmentation) 정도를 증
가시키는 과정에서 강화된다.

Note: Standards는 기술진화의 주요 추세 중 하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Tool의 세분화
또는 Product와 즉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Tool의 Parts를 들 수 있다.

예제 : Teeth를 가진 칼에서 Abrasive Coating 처리된 칼로 발전

표준 2-2-3. SFM의 효율 강화를 위해서 Solid 물질은 Capillary Porous 물질로 전이된다.
전이의 수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Solid 물질 → 하나의 Cavity를 가진 물질 → 여러 개의 Cavity를 가진 물질 (Perforated)
→ Capillary Porous 물질 → 특별한 세공(Pore) 구조를 가진 Capillary Porous 물질

Note : Capillary Porous 물질로의 전이는 액체물질이 Pores나 물리적 효과로 대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제 : 많은 모세관을 가진 물질은 Flat한 물질보다 정확하게 액체의 접착제를 표면에 접착
시킨다.

표준 2-2-4. Dynamics 수준의 증가에 따라 SFM의 효율이 강화된다. 예를 들어 보다 유연
하고, 시스템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이한다.

Note : 물질을 Dynamic하게 만드는 것은 물질을 2개의 연결부분으로 나누는 것으로 부터
시작하여 다음의 라인을 따라 발전한다.

하나의 연결고리 → 여러 개의 연결고리 → 유연한 물질

장의 Dynamics는 장(또는 물질과 장)의 연속적 효과로부터 Pulsed 효과로 전이하는 과정
이다.

예제 : 경첩과 같이 세분화되어 접을 수 있는 문

표준 2-2-5. SFM의 효율은 Uniform Fields 또는 무질서 구조의 Field에서 Non-Uniform
Field 또는 Definite Spatial-Temporal Structure(Constant or Variable)를 가진 장으로 전
이하면서 강화된다.

Note : 만약 어떤 공간적 구조가 물질에 전달되어지면, 이러한 Process는 물질의 요구되는
구조에 대응하는 구조를 가지는 장에서 이루어 진다.

예제 : 자석가루를 혼합하기 위해, 첫번째 파우더 층을 두번째 파우더위에 놓고, 비균질 자
기장을 적용한다.

표준 2-2-6. SFM의 효율은

Uniform 또는 무질서 구조의 물질에서 Non-Uniform Field

또는 Pre-defined Spatial-Temporal Structure(Constant or Variable)를 가진 물질로
전이하면서 강화된다.

Note : 만약 Intensive Effect 또는 장이 시스템의 유한한 장소(Definite Spots)에 요구된다
면, 이러한 장소에 요구되는 장을 생성할 수 있는 물질을 미리 도입한다.

Group 2-3 : 리듬조화에 의한 진화

표준 2-3-1. SFM의 효율은

장의 작용 주파수를 Product(또는 Tool)의 고유 진동수와

Matching (or Mismatching) 시킴으로써 강화된다.

예제 : 1. Massage 리듬을 환자의 맥박과 동기화 함.
2. Arc 용접시 자기장의 주파수는 Melting Electrode의 고유진동수와 동일함.
표준

2-3-2.

Complex

SFM의

효율은

사용되고

있는

장의

주파수를

Matching(or

Mismatching) 함으로써 강화된다.

예제 : 부품을 어떤 재료로 코팅할 때, 재료는 분말의 형태로 적용된다. 전류와 자기장의 진
동 주파수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고정도의 균질한 품질을 확보한다.

표준 2-3-3. 작용을 변화시키는 것과 측정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와 같이, 조화되지 않는
2개의 작용이 공존할 때, 하나의 작용은 다른 작용이 일시정지(Pause)되었을 때 수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 작용의 일시정지에는 다른 순작용을 수행한다.

예제 : 접촉용접의 정도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측정은 전류의 진동주파수 사이의 일시정지
동안에 수행된다.

Group 2-4 : 복잡도가 강화된 SFMS [ feSFM : Ferro-Magnetic SFMs ]

표준 2-4-1. SFM의 효율은 페로마그네틱 물질과 자기장의 사용에 의해 강화된다.

Note : 1. 이 Standard에서 페로마그네틱 물질은 분쇄된 형태를 의미하지 않으며, 2. feSFM
은 흩어져 있는 페로마그네틱 물질과 자기장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SFM시스템을 의미한다.

표준 2-4-2. SFM의 Control 효율은 물질중 하나를 페로마그네틱 입자(칩, 그레뉼, 그레인
등)로 대체(또는 페로마그네틱 입자의 첨가)하고 자기장을 적용함으로써 강화된다.

Note : 콘트롤 효율은 도입된 물질의 세분화 또는 페로마그네틱 입자의 세분화 정도를 높일
수록 강화된다.

페로 입자 : 그레뉼 → 파우더 → 미세입자 → 마그네틱 액체
물질 : Solid → 그레인 → 파우더 → 액체

표준 2-4-3. feSFM의 효율은 마그네틱 유체-석유, 실리콘, 또는 물에 떠있는 콜로이드 페
로마그네틱 입자 등을 적용함으로써 강화된다.

표준 2-4-4. feSFM의 효율은 많은 feSFM 중에서 Capillary Porous 구조의 성질을 가진
것을 적용함으로써 강화된다.

표준 2-4-5. 시스템 콘트롤의 효율 향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SFM물질을 페로마크네틱 물
질로 대체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물질중 하나에 첨가제를 도입하여 내부 또는 외부에
Complex feSFM을 생성함으로써 전이가 수행된다.

표준 2-4-6. 시스템 콘트롤의 효율 향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SFM물질을 페로마크네틱 물
질로 대체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페로마그네틱 입자는 외부환경에 도입되어야 하며, 자기장
을 이용하여 외부 파라메타를 변경시킴으로써 시스템을 콘트롤 할 수 있다.

표준 2-4-7. 페로마그네틱 시스템의 통제성을 물리적 효과를 이용하여 강화된다.

표준 2-4-8. feSFM의 효율은 Dynamics의 수준을 증가 시킴으로써 강화된다. 예를 들어
보다 유연하고, 급격하게 변화되는 시스템 구조를 가지면 효율도 증가한다.

Note : 물질을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과정은 조인트로 연결된 두개의 부품으로 부터 출발하
여 다음의 라인을 따른다.

하나의 조인트 → 여러 개의 조인트 → 유연한 물질

장의 다이나믹스는 장(또는 물질과 장)의 연속적인 효과를 Pulsed Effect로 전이하는 과정
에서 증가한다.

표준 2-4-9. feSFM의 Uniform 또는 무질서 구조를 가진 장을 비균질 또는 한정된 공간시간적 구조(Constant or Variable)를 가진 장으로 전이하여 강화된다.

Note : 만약 어떤 공간적 구조가 물질에 전달되어진다면, 이러한 Process는 물질의 요구되
는 구조에 대응하는 구조를 가지는 장에서 이루어 진다.

표준 2-4-10. feSFM의 효율은 시스템 구성요소와 리듬을 매칭시킴으로써 강화된다.

표준 2-4-11. 페로마그네틱스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자화(Magnetization)시키는

것이 곤란하다면 외부의 전자기장과 전류가 상호 작용하는 eSFM으로 전이하여여 한다. 여
기서 전류는 접촉을 통해 전달되거나 또는 비접촉으로 유도될 수 있으며 또는 이러한 전류
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발생된다.

Note : eSFM은 전류가 작용하는 하나의 SFM으로 eSFM의 발전은 Complex-Boosted
SFM의 발전라인을 따른다.
단순 eSFM → 복잡 eSFM → 외부 환경내의 eSFM → eSFM의 Dynamization → 구조화
→ 리듬 Matching

표준 2-4-12. 만약 자기 유체를 사용될 수 없다면, Electrorheologic Fluid를 적용한다.(예
를 들어 톨루엔에 미세한 석영 파우더를 첨가하면 전기장을 이용해서 점도를 조정할 수 있
다). Electrorheologic Fluid를 적용한 SFM은 eSFM의 특수 형태이다.

Class 3 : 상위시스템과 미세수준으로의 전이
Group 3-1 : Bi-System 과 Poly-System으로의 전이

표준 3-1-1. 시스템 진화과정의 어떠한 단계에서 시스템의 효율은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이
나 동일한 시스템과 결합하여 보다 복잡한 Bi- 또는 Poly시스템을 형성함으로써 강화된다.

Note : Bi- 또는 Poly 시스템의 단순한 형성으로 2개 또는 그 이상의 요소를 결합하는 것
을 들 수 있다. 결합되는 요소는 물질, 물질-장의 페어, 또는 전체 SFM이 될 수 있다.

예제 : 얇은 유리판의 측면을 연마 가공할 때, 여러 개의 유리판을 동시에 가공함으로써 파
손을 방지한다.

표준 3-1-2. Bi- 또는 Poly-시스템의 합성 효율은 시스템 요소간에 링크를 개발함으로써
강화된다.

Note : Bi- 또는 Poly-시스템의 요소간에 링크를 개발하는 것은 보다 Rigid하게 하거나 보
다 다이나믹하게 하는 라인을 따른다.

예제: 3대의 기중기를 이용 동조하여 매우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는 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3대 기중기의 작용을 동기화하는 삼각형태의 Rigid 물체를 사용한다.

표준 3-1-3. Bi- 또는 Poly-시스템의 효율은 시스템 구성요소 간의 차이를 크게 하여 강

화된다. 이러한 전이는 다음의 라인을 따른다.

유사한 요소(같은 색의 연필)

→

Biased성질의 요소(다른 색의 연필) → 다른 요소(그림

도구 Set) → 요소와 반대 유형의 요소 조합 (연필과 지우게)

표준 3-1-4. Bi- 또는 Poly-시스템의 효율은 보조 부품의 삭감을 통한 통합으로써 강화된
다. Bi-, Poly-시스템은 다시 단일시스템으로 전이되고 다른 수준으로의 통합이 반복된다.

예제 : 계기판에서 3가지의 서로 다른 표시판이 사용되었으나 제시되고 있는 계기판은 하나
의 표시판에 색깔이 서로 다른 바늘 침을 사용하는 것이다.

표준 3-1-5. Bi- 또는 Poly-시스템의 효율은 비호환적인 성질을 시스템이나 시스템의 부
품에 분배함으로써 강화된다. 이는 전체시스템이 하나로써 특정 성질인 C를 가지고, 시스템
의 부품 또는 입자는 C의 반대 성질을 가지게 하는2수준 구조를 이용함으로써 달성된다.

예제 : Vice의 동작부를 세분화된 판으로 서로 상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고안함으로써 여
러가지 형상의 부품을 신속하게 고정시킬 수 있다.

Group 3-2 : 미세수준으로의 전이

표준 3-2-1. 시스템 개발의 어떠한 단계에서 시스템의 효율은 Macro수준에서 Micro 수준
으로 전이하여 강화된다 : 시스템이나 시스템의 부품은 장과 상호작용하면 요구되는 작용을
수행하는 물질로 대체된다.

Note : 다양한 마이크로 수준(크리스탈 격자, 분자, 이온, Domains, 원자, Fundamental
Particles, 장, 등)이 존재하므로 마이크로 수준으로의 전이에는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며,
마이크로 수준에서 수준이 더 낮은 다른 마이크로 수준으로의 전이에도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므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예제 : 미세나사를 사용하여 기구적으로 제어하는 것보다 금속봉을 사용하여 열로써 제어함
으로써 미세한 조정이 가능하다. 열팽창효과에 의해 금속봉의 수축과 팽창을 미세하게 제어
하는 것이 가능하다.

Class 4 : 측정 및 검출 표준
Group 4-1 : 측정/검출 대신에 시스템 변경

표준 4-1-1. 검출이나 측정의 문제가 주어졌다면, 측정이나 검출이 필요하지 않도록 시스
템을 변화시킨다.

예제 : 영구 전기 모타의 과열을 막기위해 온도센서가 모타의 온도를 감지한다.

만약 모타

의 극을 과열 임계 온도점과 동일한 퀴리포인트를 가지는 합금으로 제작한다면 모터의 동작
이 스스로 멈출 것이다.

표준 4-1-2. 검출이나 측정에 관련된 문제가 주어졌고, 검출이나 측정이 필요없도록 시스
템을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검출 대상에의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복사물이나
사진을 이용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예제 : 살아있는 뱀이 길이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
길이를 계산을 하는 것이 제안될 수 있다.

표준 4-1-3. 검출이나 측정에 관련된 문제가 주어졌고, 검출이나 측정이 필요없도록 시스
템을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한

복사물이나 사진을 이용하는 것 조차 곤란한 경우

에는, 이 문제를 변화를 연속적으로 검출하는 것의 하나로 변환시키는 것이 제안될 수 있다.

Note : 측정은 어떠한 정도를 가지고 수행된다. 그러므로 문제가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라도 이러한 문제는 2개의 연속적인 검출을 포함하는 측정이라는 단순화된 형태의 문제로
변환할 수 있으며 이로써 문제는 상당히 단순해 진다.

예제 :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온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즉 여러 개의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면 다른 여러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Group 4-2 : 측정시스템의 합성

표준 4-2-1. 어떤 non-SFM의 검출이나 측정이 어렵다면, 이러한 문제는 단순 또는 Dual
SFM을 합성함으로써 산출되는 Field를 이용하여 해결될 수 있다. 즉 파라메타를 직접 검출
하거나 측정하는 방법대신에 Field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다른 파라메타를 검출하거나
측정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시스템내에 도입되는 Field는 파라메타를 쉽게
검출하거나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 파라메타의 상태나 값은 원래 측정하고자 하는 파라

메타의 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예제 : 액체가 끓기 시작하는 순간을 검출하기 위해서 전류를 액체에 통과시키는 방법이 제
안될 수 있다. 액체가 끓는 동안에 거품이 발생되어 액체의 전기저항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표준 4-2-2. 어떤 시스템이나 그 구성요소가 검출이나 측정을 위한 Resource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쉽게 검출/측정될 수 있는 첨가물을 도입한 형태의 내부 또는 외부의 복잡계
측정 SFM으로 전이하여야 한다.

예제 : 냉장고의 Leakage 검출을 위해서 발광하는 파우더 물질을 냉매에 혼합시킨다.

표준 4-2-3. 주어진 순간적인 시간에 어떤 시스템을 검출하거나 측정하기 어렵고 동시에
시스템내부에 첨가물을 도입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쉽게 검출/측정가능한
Field를 발생시키는 첨가물을 시스템의 외부에 도입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 환경변화의
상태로써 시스템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예제 : 다른 디스크와 접촉하여 회전하는 금속 디스크의 마모를 검출하기 위해서 오일 윤활
제에 발광 파우더를 첨가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 오일에 의해 마모된 금속입자들이 수집
되고 이로 인해

오일의 발광도가 떨어지게 된다.

표준 4-2-4. 쉽게 검출 가능한 첨가물을 시스템의 외부에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외부 환경 자체를 이용하여 검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외부 환경을 분해하거나 외부환
경의 통합상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시스템의 변화를 검출하여야 한다.

Note : 전기분해나 캐비테이션 그리고 기타 방법등에 의해서 발생되는 가스나 증기거품 등
은 외부 환경을 분해시킨 결과로써 발생되는 하나의 첨가제라 생각할 수 있다.

예제 : 파이프를 흐르는 물의 속도는 캐비테이션의 결과로써 발생되는 공기방울의 수로 측
정이 가능하다.

Group 4-3 : 측정시스템의 개선

표준 4-3-1. 측정 SFM의 효율은 물리적 효과를 적용함으로써 개선 가능하다.

예제 : 액체의 온도는 온도값에 따라 가변적인 수축계수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
다.

표준 4-3-2. 시스템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거나 검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어떠한
Field도 시스템에 통과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문제는 시스템 또는 구성요소의 공진을 이
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예제 : 용기안에 들어있는 물질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 기계적인 공진을 이용할 수 있다.
시스템의 공진주파수는 시스템의 질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표준 4-3-3. 시스템내에서 공진을 발생시키기 어려운 경우 시스템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스템 또는 외부 환경의 고유진동수의 변화를 이용하는 것이 제시될 수 있다.

예제 : 끓는 액체로 부터 증발하는 가스의 고유진동수를 측정함으로써 끓는 물의 질량을 측
정할 수 있다.

Group 4-4 : Ferromagnetic 측정 시스템으로의 전이

표준 4-4-1. 측정 SFM의 효율은 Ferromagnetic물질이나 자기장을 이용하여 개선될 수 있
다.

Note : 여기서 언급된 Ferromagnetic이란 조각이 아닌 Ferromagnetic 객체를 사용하는 것
을 의미한다.

표준 4-4-2. 검출이나 측정의 효율은 물질중 하나를 페로마그네틱 입자로 대치하거나 또는
페로마그네틱 입자를 추가하는 형태의 Ferromagnetic SFM으로 전이하여 자기장을 검출하
거나 측정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표준 4-4-3. F-SFM으로 전이하여 측정/검출의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물질을 페로마그네틱 입자로 변경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 시스템내 물질 내부에 페
로마그네틱 첨가제를 도입하거나 부착하는 형태의 복잡계 F-SFM을 합성함으로써 F-SFM
으로 전이하여야 한다.

표준 4-4-4. F-SFM으로 전이하여 측정/검출의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물질을 페로마그네틱 입자로 변경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 시스템의 외부 환경에 페

로마그네틱 입자를 도입하여야 한다.

표준 4-4-5. 측정 F-SFM의 검출이나 측정의 효율은 Curie Point, Hopkins & Barkhausen
효과 그리고 Magnetoelastic Effect와 같은 물리적 효과를 사용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

Group 4-5 : 측정 시스템의 진화

표준 4-5-1. 진화의 단계에서 측정시스템의 효율은 Bi 또는 Poly시스템을 형성함으로써 개
선된다. Bi 또는 Poly시스템을 형성하기 해서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요소들이 결합된다. 결
합되는 요소는 물질, 장, 물질-장의 결합요소 또는 SFM이 될 수 있다.

예제 : 작은 벌레의 체온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여러 마리의 벌레를 한 곳에 모아 놓고
측정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

표준 4-5-2. 측정시스템은 제어상태의 시스템 기능에 의해 유도되는 것을 측정하는 형태로
진화한다. 전이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기능의 측정 ▶ 기능에 의해 첫번째로 생성되는 산물을 측정 ▶ 기능에 의해 생성되는 두번
째 산물을 측정

예제 : 암석에서의 응력의 변화는 암석에서 전기저항이 변화되는 속도에 의해 측정된다.

Class 5 : 도움말
Group 5-1 : 제약조건 하에서 물질(Substance)의 도입

표준 5-1-1-1. 시스템내에 물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허락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
질대신에 Void를 적용하라

Note : Void는 일반적으로 공기 또는 고체로 형성된 빈 공간과 같은 가스상태의 물질을 의
미한다. 경우에 따라서 Void는 액체(거품) 또는 Loose 상태의 물질과 같은 다른 물질에 의
해서도 생성이 가능하다.

표준 5-1-1-2. 시스템내에 물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허락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
질대신에 장을 적용하라

표준 5-1-1-3. 시스템내에 물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허락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
스템의 외부에 적용하라

표준 5-1-1-4. 시스템내에 물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허락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
스템내부에 매우 소량을 적용하라

표준 5-1-1-5. 시스템내에 물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허락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
스템내부의 특정부위에 매우 소량을 집중적으로 적용하라

표준 5-1-1-6. 시스템내에 물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허락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러한 물질을 일시적으로 도입하고 나서 이후에 제거시킨다.

표준 5-1-1-7. 시스템내에 물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허락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
질의 도입이 허용되는 곳에 객체 대신에 객체의 복사물을 이용한다.

표준 5-1-1-8. 시스템내에 물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시스템의 동작조건에 의해
이것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에는 화학적 화합물의 형태로 물질을 도입하여 이후에 분해시킨
다.

표준 5-1-1-9. 시스템내에 물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허락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
부환경의 분해 또는 시스템의 분해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을 적용한다. 예를들어 전기분해
또는 시스템이나 외부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의 전체적 상태가 변화함에 따라서 생성되는 물
질

표준 5-1-2. 시스템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고, 도구로써 작용하는 요
소를 다른 것으로 대치하는 것이나 첨가물을 도입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조건이라면 도구
를 상호 작용하는 세분화된 요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표준 5-1-3. 시스템내에 물질이 도입되어 기능을 수행한 이후에 이 물질은 사라지거나
시스템 내부 또는 외부환경에 존재하는 물질과 구분할 수 없도록 되어야 한다.

Note : 시스템내부에 도입된 물질은 화학적 작용이나 상태변화 등에 의해 제거되어야 한다.

표준 5-1-4. 많은 양의 물질을 시스템내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허락되지 않는 경우
에는 팽창하는 구조의 Void나 거품 등을 도입한다.

Note : 이러한 물질은 일반적으로 물질이 많아야 함과 동시에 적어야 하는 모순을 해결하는
데 적용된다.

Group 5-2 : 제약조건 하에서 장(Fields)의 도입

표준 5-2-1. SFM내부에 장이 도입되어야 한다면 시스템이나 구성요소를 형성하는 물질을
매개로 하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Note : 시스템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과 장을 이용함으로써 구성요소의 수를 증가시키
지 않고 시스템이 수행하는 기능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시스템의 이상성이 개선될
수 있다.

표준 5-2-2. SFM내부에 장이 도입되어야 하지만 시스템 내부에 존재하는 장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스템의 외부환경에 존재하고 있는 장을 이용한다.

Note : 외부 환경의 장(중력,열,압력 등)을 이용하는 것은 구성요소 증가 없이 기능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시스템의 이상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표준 5-2-3. SFM내부에 장이 도입되어야 하지만 시스템 내부 또는 외부에 존재하는 장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스템의 내부 또는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을 매개로 해서 생
성될 수 있는 장을 이용한다.

Note : 시스템 내부에 페로마그네틱 물질이 존재하고 이들이 기계적인 목적에 사용되고 있
다면 이들의 자기특성을 이용하여 구성요소간의 작용을 개선하거나 시스템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는 등 추가적인 효과를 생성할 수 있다.

Group 5-3 : 상태전이(Phase Transition)의 활용

표준 5-3-1. 다른 물질의 도입이 없이 이물질의 상태전이를 이용하여 물질사용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표준 5-3-2. 동작조건에 따라 하나의 상태에서 또다른 상태로 변환될 수 있는 물질의 성질
을 이용함으로써 두가지 특성을 발휘할 수 있다.

표준 5-3-3. 시스템의 효율은 상태전이에 의해 생성되는 물리적 현상을 이용함으로써 개선
될 수 있다.

Note : 상태전이에 의해 전체상태가 변함에 따라 물질의 구조, 밀도, 열전도 등이 달라진다.
또한 상태전이의 과정에서 에너지의 흡수 또는 방출이 일어난다.

표준 5-3-4. 하나의 상태를 가진 시스템을 두개의 상태를 가진 시스템으로 대치함으로써
시스템이 두가지 특성을 발휘할 수 있다.

표준 5-3-5. 하나의 상태를 가진 물질을 두개의 상태를 가진 물질로 대치함으로써 시스템
의 구성요소(상태)간의 상호작용(물리 또는 화학적)이 도입된 결과를 유도하므로 시스템의
효율은 개선될 수 있다.

Group 5-4 : 물리 Effects의 활용

표준 5-4-1. 하나의 객체가 다른 물리적 상태를 교류해야 한다면, 복구되는 물리적 변환
(이온화-재결합, 분해-결합 등)을 이용하여 객체 스스로 이러한 전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Note : Process를 스스로 조정 가능하거나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제공되는 다이나믹 밸런스
는

두가지 상태에 의해서 유지되어 진다.

표준 5-4-2. 시스템에 약한 입력으로 강한 효과를 산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환물질
(Transformer Substance)을 임계조건에 근접하여 놓아야 한다. 이 경우 에너지는 이 물질
에 저장되어 있고 입력신호는 단지 방아쇠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Group 5-5 : 물질입자의 획득

표준 5-5-1. 이온과 같은 물질입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문제 조건에 의
해 가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물질입자의 상위구조수준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인 분자 등을
분해함으로써 얻는다.

표준 5-5-2. 분자와 같은 물질입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 물질입자가
상위구조수준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을 분해해서 얻을 수 없다면 이 물질 입자는 이온과 같
이 하부구조수준에 존재하고 있는 입자를 결합시켜 얻는다.

표준 5-5-3. 물질의 분해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 가장 용이한 방법은 이 물질의 최근 위
치상에 있는 상위구조 또는 하위구조의 요소를 이용하는 것이다.

부록 C. ARIZ-71
Part 1 : 문제를 선택한다(Choosing the Problem).
스텝 1-1 : 최종 해결안의 목표를 결정한다.
a. 기술적 목표는 무엇인가(대상의 어떤 특징이 바뀌어야 하는가)?
b. 문제해결 과정에서 정확히 대상의 어떤 특징을 바꿀 수 없는가?
c. 해결안의 경제적 목표는 무엇인가(문제가 해결된다면 어떤 비용이 감소하는가)?
d. 대략적으로 수용 가능한 비용은 얼마인가?
e. 개선되어야 하는 중요한 기술적/경제적 특징은 무엇인가?
스텝 1-2 : “우회적 접근법(bypass approach)”을 조사한다. 원칙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 요구되는 최종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좀더 일반적인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을까?
스텝 1-3 : 본래 문제와 우회 문제 중에서 어떤 것이 해결하는데 적합한지를 결정한다.
a. 본래 문제를 동산업의 경향(진화의 방향)과 비교한다.
b. 본래 문제를 선두산업의 경향(진화의 방향)과 비교한다.
c. 우회 문제를 동산업의 경향(진화의 방향)과 비교한다.
d. 우회 문제를 선두산업의 경향(진화의 방향)과 비교한다.
e. 우회 문제를 본래 문제와 비교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결정한다.
스텝 1-4 : 요구되는 정량적인 특징을 결정한다.
스텝 1-5 : 정량적인 특징에 시간보정(time-correction)을 도입한다.
스텝 1-6 : 발명이 기능할 수 있는 특정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a. 제조를 위한 특정 조건을 고려한다: 특히, 수용 가능한 복잡성의 정도.
b. 미래의 응용 범위를 고려한다.

Part 2 : 문제를 좀더 정확하게 정의한다(Define the Problem more Precisely).
스텝 2-1 : 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문제를 좀더 정확하게 정의한다.
a. 다른 특허에서 해결된 문제와 얼마나 유사한가?
b. 비슷한 문제가 선두산업에서는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c. 반대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스텝 2-2 : STC(크기, 시간, 비용) 연산자를 이용한다.
a. 대상의 크기를 제로로(S?0) 바꾸는 것을 상상한다.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b. 대상의 크기를 무한대로(S??) 바꾸는 것을 상상한다.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c. 공정 시간을 제로로(T?0) 바꾸는 것을 상상한다.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만
일 그렇다면, 어떻게?

d. 공정 시간을 무한대로(T??) 바꾸는 것을 상상한다.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e. 대상이나 공정의 비용(수용 가능한 비용)을 제로로(C?0) 바꾸는 것을 상상한다.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f. 대상이나 공정의 비용(수용 가능한 비용)을 무한대로(C??) 바꾸는 것을 상상한다. 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스텝 2-3 : 다음 문장을 이용하여 문제의 조건을 두개의 구문으로 묘사한다(단,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또한 정확히 무엇을 생각해내고, 발견하고, 개발해야 하는지를 진
술하지 않는다).
a. 동 시스템은 (구성요소 나열)로 구성되어 있다.
b. 구성요소 000는 000한 조건하에서 000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스텝 2-4 : 스텝 2-3의 구성요소들을 표에 기입한다.

구성요소의 유형

구성요소

a. 바꾸거나 재설계할 수 있는 구성요소(문제의 조건하에서)
b. 바꾸기 어려운 구성요소(문제의 조건하에서)

스텝 2-5 : 스텝 2-4a로부터 가장 바꾸기 쉽고, 재설계하기 쉬운 구성요소를 선택한다.
주의:
1. 만일 스텝 2-4a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가능한 변화의 정도가 동일하다면,
움직일 수 없는 구성요소부터 선택한다(보통 그것들은 움직일 수 있는 구
성요소들보다 바꾸기 쉽다).
2. 만일 스텝2-4a의 구성요소 중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와 관련된 것(보
통 이것은 스텝2-3b에 나타난다)이 있다면, 가장 나중에 선택한다.
3. 만일 시스템이 스텝 2-4b의 구성요소 만을 갖고 있다면 외부 환경을 구성
요소로 선택한다.

Part 3 : 분석단계(Analytical stage).
스텝 3-1 : 다음 형식을 사용하여 IFR을 정립한다:
a. 스텝 2-5로부터 구성요소를 선택하다.
b. 그것의 작용을 진술한다.
c. 어떻게 작용을 수행하는지를 진술한다(이 질문에 대답할 때, 항상 “스스로(by
itself)”라는 어구를 사용한다).
d. 언제 작용을 수행하는지를 진술한다.
e. 어떤 조건(한계, 요구사항 등)하에서 작용을 수행하는지를 진술한다.
스텝 3-2 : 두 개의 그림을 그린다 ? (1) “초기상태”(IFR이전의 조건)와 (2) “이상상

태”(IFR을 달성할 때의 조건)
주의: 그림들은 그것들이 “초기상태”와 “이상상태”의 본질을 반영하는 한 임의적이
될 수 있다. “이상상태”의 그림은 앞서 진술한 IFR의 형식을 반영해야 한다.
스텝 3-2의 테스트 : 스텝 2-3a에서 진술한 모든 구성요소들은 반드시 그림에 나타나야
한다. 만일 스텝 2-5에서 외부 환경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이상상태”의 그림 일부에 반
드시 나타나야 한다.
스텝 3-3 : 스텝 3-1에서 선택한 구성요소를 “이상상태” 그림에서 확인한 후, 요구조건
하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다른 색을 이용하여 강조하여 나타낸다.
스텝 3-4 : 왜 이 구성요소가(스스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가?
보충 질문 :
1. 우리는 대상의 강조된 영역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
2. 무엇이 스스로 이 작동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가?
3. 위의 “a”와 “b”사이의 모순(conflict)은 무엇인가?
스텝 3-5 : 어떤 조건하에서 이 부품은 요구되는 작용을 수행하는가?(이 부품은 어떤 값
을 가져야 하는가?)
주의 : 이때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고려하지 말아라. 특징만을 말
하고, 어떻게 그것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스텝 3-6 : 스텝 3-5에서 설명한 특징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구성요소는 무엇을 해야 하
는가?
보충 질문 :
1. 요구되는 특징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림에서 대상의 강조된 부분에 작용할 필요가
있는 힘을 화살표로 나타낸다.
2. 어떻게 이 힘을 개발할 수 있을까?(스텝 3-1e의 조건과 모순되는 방법들을 고려
하지 말아라).
스텝 3-7 :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개념을 정립한다. 만일 여러 개의 개념이 있다면, 가
장 유망한 개념을 1번으로 하여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다. 모든 개념을 기술한다.
스텝 3-8 : 첫번째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도식을 나타낸다.
보충 질문 :
1. 새로운 장치의 작동하는 구성요소의 “복합” 상태는 어떠한가?
2. 한번의 사이클 동안 이 장치는 어떻게 바뀌는가?
3. 여러 번의 사이클 동안 이 장치는 어떻게 바뀌는가?
이 개념을 도출한 후, 스텝 3-7로 되돌아가서 다른 개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Part 4 : 도달한 개념에 대한 사전평가(Preliminary Analysis of the Arrived-at Concept).
스텝 4-1 :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을 활용하는 동안 무엇이 좋아지고, 무엇이 나빠지는
가? 달성한 것과 좀더 복잡해지거나 좀더 값이 비싸지는 것들을 기록한다.

스텝 4-2 : 제안된 장치나 방법을 바꿈으로써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한가? 바
뀐 장치나 방법의 그림을 그린다.
스텝 4-3 : 이제 무엇이 나빠지는가(좀더 복잡해지고, 좀더 값이 비싸지고)?
스텝 4-4 : 이익과 손해를 비교한다.
a. 좀더 커지는 것?
b. 왜?
만일 손해(미래에 조차도)보다 이익이 크다면, ARIZ의 종합단계인 Part 6으로 간다. 만
일 손해가 이익보다 크다면 스텝 3-1로 되돌아간다. 동일한 용지에 초기의 분석을 기
록하고, 그 결과뿐만 아니라 2차 분석의 순서를 기록한다. 스텝 4-5로 간다.
스텝 4-5 : 이제 이익이 손해보다 크다면, ARIZ의 종합단계인 Part 6으로 간다. 만일 2차
분석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스텝 2-4로 되돌아가서 표를 검토한다. 스텝
2-5로부터 시스템의 다른 구성요소를 선택하고 새로운 분석을 실시한다. 2차 분석과 그
결과를 기록한다.
만일 스텝 4-5 이후에 만족할만한 해결안이 없다면, ARIZ의 운영단계인 Part 5로 간다.

Part 5 : 운영단계(Operative Stage).
스텝 5-1 : 모순행렬의 종축으로부터 개선되어야 하는 특징을 선택한다.
스텝 5-2 :
a. 알려진 방법을 이용하여 어떻게 이 특징(스텝 5-1로부터)을 개선할 수 있을까(만일
손해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b. 만일 알려진 방법이 사용되면 어떤 특징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가?
스텝 5-3 : 모순행렬의 횡축으로부터 스텝 5-2b에 해당하는 특징을 선택한다.
스텝 5-4 : 행렬에서 기술적 모순을 제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발명원리를 찾는다(이것
은 스텝 5-1의 열과 스텝 5-3의 행이 교차되는 셀에 나타나 있다).
스텝 5-5 : 이 발명원리들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조사한다(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
발명원리들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만일 문제가 해결된다면, ARIZ의 Part 4로 되돌아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ARIZ의 Part 6으로 간다. 만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Part 5의 다음 스텝들을 따
라간다.
스텝 5-6 : 물리 현상과 효과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조사한다.
스텝 5-7 : 작용의 포인트(시점/기간)를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조사한다.
보충 질문 :
1. 작용의 시간 틀을 늘임으로써 모순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가?
2. 작용의 시간 틀을 줄임으로써 모순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가?
3. 대상이 작용을 시작하기 전에 작용을 제공함으로써 모순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
한가?

4. 대상이 작용을 마친 후에 작용을 제공함으로써 모순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
가?
5. 만일 공정이 연속적이라면, 주기적인 작용으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조사
한다.
6. 만일 공정이 주기적이라면, 연속적인 작용으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조사
한다.
스텝 5-8 : 비슷한 문제가 자연계에서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보충 질문 :
1. 자연계의 무생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2. 고대 식물이나 동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3. 현재의 유기체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4. 특정한 신기술과 재료들을 고려할 때 어떤 수정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스텝 5-9 : 우리의 대상과 연계하여 작동하는 대상들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를 조사한다.
보충 질문 :
1. 우리의 시스템은 어떤 상위시스템에 속하는가?
2. 만일 우리가 상위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만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스텝 1-3으로 되돌아간다. 만일 해결된다면 ARIZ의
Part 4로 되돌아가서, 발견한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나서, ARIZ의 Part 6으로 간다.

Part 6 : 종합단계(Synthetic Stage)
스텝 6-1 우리의 수정된 시스템이 속한 상위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결정한
다.
스텝 6-2 : 우리의 수정된 시스템이 어떻게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스텝 6-3 : 새롭게 발견한 기술 아이디어(혹은 발견한 아이디어에 반대되는 아이디어)를
다른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한다.

부록 D. 효과에 대한 포인터
<시스템의 변화를 포함하는 문제>
기능

물리적인 효과

화학적인 효과
기체

냉기의 축적

수화물의

기하학적인 효과
분

해; 수소화물; 수소;
흡열반응, 용해.

역학적 에너지의 축
적
열의 축적

관성; 변형; 자이로
스코프 효과;

상전

이.
복사; 상전이.

수소, 운반 반응.
운반

반응;

상태;

수산화

수소화물을

가진; 산화반응; 광
하나의 물질에 다른

변색현상; 감전발색;

물질을 적용

분자

자기조립;

체막;

박막

액

플라즈

마 도포; 친수성-소
수성.
운반 반응; 흡착-탈
착;

화학적으로

박된

물질의 농도 변화

상태로

속

변이;

화학적 평형의 바이
아스; 반투막;

액체

막; 착이온
자기와 전장 하에서
밀도의 변화

밀도와

유체점성의

기체 수산화물.

변화.
거리의 변화

타원
수화작용;

산화물의

환원; 염의 용해; 자
전기성의 변화

체전달

고온합성

(SHS); 화학적 평형
의

바이아스;

산화

에 의한 일렉트리제

이션 ; 전기크롬; 착
이온; 친수층.

수화작용; 송이 ; 자
자성의 변화

가리기; 퀴리점

체전달

고온합성

(SHS).
운반

반응;

열화학

적 방법; 화학적 속
박 상태로 전이; 수

질량 변화

화물

상태로

전이;

수소화물 상태로 전
이; 발열반응.
산화물의

환원;

색

깔의 변화; 광 발생;

광학적 특성의 변화

투명도의

변화;

분

자층
운반
형상의 변화

합금과

고분자에서

형상 기억 효과

반응;

적 과정;
산화물;

열화학
기체 수

수소화물;

용융-응고.
면적의 변화

.
열팽창;

합금과

분자에서
크기의 변화

단일면체(뫼비우스

.

띠)

고

형상기억

효과; 변형; 자기변
형; 전기변형; 압전
효과.
마찰;

표면 특성의 변화

흡착;

바우싱거
전;

퍼짐;

효과;

역학적

방

진동과

음향 진동; 자외선.
속도의 변화

관성, 수착.

기체
기분해

수산화물;

전

상전이;

전

장하에서 밀도와 유

운반

체점성의

기체의 용해;

복사;
체적의 변화

자장과

변화;

전장에

열
의한

물

반응;

상태로

압축된
수화
전이;

이온화; 자외선; 퍼

수산화물 상태로 전

짐; 바우싱거 효과;

이; 열화학 반응; 화

열전현상;

학적

열자기

속박

상태로

현상; 광자기 현상;

전이; 발열반응; 용

공동현상;

해.

광변색

타원

현상; 고유 광효과.
두 물건 사이의 간 열팽창;
격 조절

전기변형;

자기변형; 압전효과.

분산입자의 운동 조 정전기장;
절

자기장; 광압
열팽창;

전기와

자

기변형;

압전효과;

기억형상

효과;

기장;
고체(물질)의

전기와

액체와

자
기체

변위 에 의해 발생된 압

조절

력; 역학적 진동; 원
심력;

음향

충격과

수중 충격;

전자기

유도;

전하의

상호

작용; 광압.
세관의 증발;
관의 압력;
액체와 기체의 변위
조절

모세
삼투현

상; 전기삼투; 톰슨
효과;

베르누이

효

과; 파동 운동; 원심
력;

와이센베르크

효과.
가리기;
전자기장의 조절

매질의

전

기 전도도 변화; 전
자기장을
하여

조건으로

물체의

형상

기체
화물;

수화물;

수산

전기분해

구면체; 브러쉬; 부
드러운 몸체.

변화.

존슨-라벡 효과. 복
사. 액체 고리 층의
마찰의 조절

안정성 효과. 진동.

전기분해

마찰이 없는 크라겔
스키 효과.
액체 표면의 조절

관성; 중력.

열의 흐름 조절

열관
광 수축과 반사; 광
전현상; 광자기현상;

빛의 흐름 조절

광탄성; 케르 효과;
페러데이

효과;

건

효과.
관성; 원심력; 변형;
포인팅 효과;
산드로프
물체의 변형

알렉

효과;

합

금에서

기억

형상

효과;

고분자에서

기억 형상 효과; 열
팽창; 상전이; 자기
장; 적외선 방출.
알렉산드로프

효과;

기억 형상 효과; 공 운반
동현상;
물체(물질)의 파괴

역학적

진

동; 유전성 깨짐; 전

반응;

열화학

적 반응; 수소화 반
응;

산화물의 파괴;

기 방전; 음향 충격 연소; 폭발;

액화;

과 수중 충격; 공명;

화학적 균형의 바이

초음파; 결맞는 광;

아스; 산화; 착이온.

변형; 압력

열팽창;
물질의 조제

세관

다공

질 재질; 유체 압축
장치; 압전효과; 코

기체 수화물.

로나 방전.
마찰;
고체의 고착

세관

다공질

재질; 자석의 사용;
강자성 분말과 자기

전기분해.

알렉산드로프

효과; 상전이; 열팽
창; 원심력; 자기 유
체 밀도 변화; 기억

압력(힘)의 발생

형상 효과; 수중 충

기체

격파; 수중 방전 충

해;

격파;

해; 액체 오존의 분

자기와

전기

유변 유체에서 압력

수화물의

분

수소화물의

분

해; 금속의 비강화.

기울기; 폭발; 음향
충격파와 수중 충격
파; 삼투현상; 자기
장; 금속의 팽윤.
열관;

세관

다공질

재질; 상전이; 주울냉기의 발생
(시스템으로 열에너
지 도입)

톰슨 효과;

일렉트

릿; 강자성; 랑끄 효
과; 자기열 효과; 열
전기; 뒤포 효과; 코
로나 방전;

기체

수화물의

분

해; 수소화물; 흡열
반응; 용해.

스터링

원리.

열의 발생
(시스템으로 열에너
지 도입)

브

러쉬;

몸

체.

장의 사용.
관성;

구면체; 편심기;

마찰; 열관; 역학적

기체 수화물과 수소

진동; 적외선; 전자

의 연소; 수소화물;

기 유도; 표면 효과;

발열반응;

유전체; 강자성; 전

화제; 오존의 분해;

기 방전; 물질에 의

자체전달

한 복사선 흡수; 전

(SHS);

강한

산

고온합성

부드러운

기 가열; 열전기; 뒤
포 효과.
전기
전자기 에너지의 발
생

방전;

조셉슨

효과; 유도 복사; 터
널 효과; 냉광; 건
효과;

체렌코프-바

비로프 효과.
기체의
박;

화학적

수화물

전이;

물질의 감소하는 활
동도

속

상태로

압축된

기체

내에서;

수소화물

내에서;

용융-응고;

흡착제

내에서;

착

이온.
액체와 혼합한 기체

역학적

진동;

일렉

트릿; 확산

연소의 강화

오존
수화물과

불균일 물질들의 연
결

기억 형상 효과.

수소화물

의 사용; 용접; 용융
/응고; 분자 자기 조
립
운반

반응;

화학적

속박;

수화물;
다른

물질

내부에

하나의 물질이 놓임

기체의
기체

압축된

기

체

내에서;

수소화

물

내에서;

흡착제

내에서; 용해; 착이
온; 액체막; 분자 자
기 조립
기체 수화물; 오존;
전기분해;
물질의 정제와 획득 전하의
되는 순수물질

상호작용;

코로나 방전

응;
부터

운반

반

압축된

기체로

추출;

수소화

물로부터

추출;

분

자 자기 조직화; 액

체막; 착이온.
열의 재생

열관
운반

반응;

화학적

으로 속박된 기체의
관성력;

물질의 분리

세관

다공

추출;

압축된

기체

추출;

오존

질 재질; 초음파; 음

로부터

향 파동; 압전효과;

화물로부터

원심력;

수소화물로부터

일렉트릿;

추출;
추

출;

산화제로부터

장; 흡착; 확산; 삼

환원;

화학적인

평

투현상;

형의

바이아스;

흡

수체;

소수성과

친

코로나

방전;

자기

전기삼투;

전기이동.

수성 물질; 반투막;
착이온; 액체막.
전하의
분무 물질

상호작용;

압전효과; 일렉트릿;

브러쉬.

코로나 방전;
세관
역학적 에너지의 억
압

다공질

재질;

공동현상; 외형; 역
학적 진동;

전자기

유도; 압전효과; 전
기분해.
상전이; 퀴리점; 외

안정화 온도

형; 전자기 유도; 강
자성 분말.

열적 스위치
열에너지에서

열관
역학

적 에너지로의 변환
전기 에너지에서 역
학적 에너지로 변환

기억 형상 효과; 열
팽창; 상전이; 열관;
퀴리점을 지난 전이.
압전 효과

원;

타원;

브러쉬;

부드러운 몸체.

운반

반응;

열화학

적 반응; 기체의 화
학적 속박; 기체 수
화물; 산화반응; 발

두 물질에서 하나의

열

물질로 결합

반응;

열화학적

반응; 용해; 활성 물
질의 결합; 오존화;
착이온;

광변색

현

상.

다른

물질을

통해

하나의 물질 운반

상전이;

세관

다공

운반반응;

수화물과

수소화물;

금속을

통과한

수소;

열역

질 재질; 삼투현상;

학 반응; 화학적 평

확산

형의

바이아스;

흡

수; 반투막; 액체막;
착이온
역학적 에너지의 운 변형; 진동; 알렉산
반

드로프 효과; 파동.

빛 에너지의 운반

광 전도; 유도 복사

전기적 에너지의 운 전자기 유도;
반
열 운반

정전기의 철회

전도

도; 초전도성.
열관; 복사; 열전도
도; 대류
코로나 방전.

직물에

금속입힘;

오존; 친수성 코팅

<검출과 측정 문제>
기능
가속도
기체와 액체의 양
공기 긴축
취성
소비률

물리적 효과
역학적

진동;

압전

효과
공동현상
간섭; 가시광; 자외
선과 냉광 물질
압전효과.
공동현상;

역학적

진동

기체의 압축률

유전 투과율.

코로나 방전

오존
분자의

결함

화학적 효과

빈공간;

전

기저항; 엑스선; 초
음파.

밀도와 점성

아르키메데스 힘, 역
학적 진동; 초음파
일렉트릿; 간섭; 광
반사; 광 방출; 열

변위

복사; 변형; 엑스레
이; 냉광; 전기장과
자기장의

변화;

도

플러 효과.
거리

일렉트릿

힘

관성; 압전효과

마찰

관성

습도
누전
준위

코로나

방전;

자외

선.
외형
아르키메데스
역학적 진동.

힘;

기하학적 효과

질량
역학적 변형력

역학적

진동;

유체; 음향 파동.
가시광
역학적

압력

자기

의

진동;

전하

상호작용;

압전

효과; 일렉트릿; 코

겔

구면체

로나 방전
펄스 작용

압전 효과.
음향광학

복사

효과;

열

팽창; 광효과; 냉광;
광소성 효과.

거칠기
연삭

박편; 난류; 베르누
이 효과
코로나 방전
코로나

크기

방전;

전기

저항; 가시광; 무아
레 효과.
열팽창; 상전이; 가

온도

시광;

퀴리점을

지

난 전이.
장력

자기장

초음파

겔

자외선

광변색 현상

진공

코로나 방전

진동
가시광

구면체
광변색 현상

전기 저항; 광반사;
수축 계수의
광자기

변화;

현상;

광전

현상; 편광; X-선 복
사; 핵자기 공명; 상
체적

자성공명;

퀴리점을

지난 전이;
효과;
효과;

홉킨즈

바크하우젠
자연

진동수

의 측정; 초음파; 홀
효과
소모

엑스선

역학적 진동
오존;
상.

방사변색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