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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칼의 문제점을 Q-TRIZ를 활용하여 해결하였다. 식칼과 음식물이 쉽

게 분리되지 않아 조리작업 및 조리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일반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식칼은 음식물

을 절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식칼에 달라붙어 잘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조리작업 및 조리시간을 단

축하기 위하여 식칼에 음식물이 붙지 않는 식칼을 제안하였다.

1. 서론

일반가정에서 음식조리에 사용하고 있는 식칼은

절단성이 좋아야하며 음식물이 부착되지 않아야 한

다. 하지만 식칼을 사용하여 음식물을 절단하는 동

안 수분이 함유된 음식물은 식칼에 부착이 잘되어

조리작업 및 조리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윤택한 삶을 위하여 음식물 절단에 사용하는 식칼

은 음식물을 절단하는 유용한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음식물이 부착되는 유해한 기능도 함께 내포하고 있

다. 음식물을 절단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을 잉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Q-TRIZ 기법

을 활용하여 식칼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2. Q(Quick)-TRIZ 이론

Q-TRIZ 기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에서 공학

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비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되었던 TRIZ로 Business TRIZ를 활용하였

으며, Q-TRIZ는 비즈니스 TRIZ의 변형된 형태로서

공학적인 문제를 쉽게 Tools를 이용하여 해결하도록

고안되었다.[1] 따라서 Q-TRIZ는 공학적인 문제와

비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며, 초보자

도 주어진 모델을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Q-TRIZ 기법에 대하여 단계별로 창의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Fig. 1과 같다.

[Fig. 1] Q-TRIZ process

TRIZ는 고전 TRIZ에서 실용 TRIZ로 시대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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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사용자의 편리성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여야 한다.[2]

3. 결과

3.1 문제정의
주방용 식칼을 이용하여 토마토를 절단할 경우

Fig. 2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Fig. 2] Problem define

3.2 원인분석
주방용 식칼과 토마토에 대하여 Q-TRIZ의 두 번

째 단계에 해당하는 원인분석을 살펴보면 Fig. 3과

같다.

Fig. 3을 통하여 식칼과 토마토의 문제점에 대하

여 명확한 원인분석을 파악할 수 있다.

[Fig. 3] Cause finding

3.3 순단(방법)도출
Q-TRIZ 세 번째 단계는 수단 및 방법도출로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원인과 방법을 상세

하게 정리하는 단계이다. 주방용 식칼에 대한 방법

도출은 Fig. 4와 같다.

Fig. 4를 통하여 식칼과 토마토의 원인에 대한 각

각의 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

[Fig. 4] Contradiction method

3.4 모순도출
주방용 식칼과 토마토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모

순 맵은 Fig. 5와 같다.

문제해결을 위한 모순도출은 시간에 의한 모순,

공간에 의한 모순, 조건에 의한 모순으로 구분할 수

있다. Fig. 5의 모순도출을 살펴보면 칼날과 몸체는

물리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Fig. 5] Contradiction mapping

기술적 모순을 살펴보면 식칼 몸체는(칼날의 지지를

위해) 있어야 하고 식칼 몸체는(토마토가 부착되지

않기 위해) 없어야 하는 조건에 의한 모순이 발생하

고 있다. 따라서 40가지 발명원리[3]에서 기술적 모순

을 해결할 수 있는 발명원리를 찾으면 Fig. 6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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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ntradiction separation

3.5 모순해결안
Q-TRIZ의 마지막 단계로서 모순분리에 의하여

찾아진 내용을 정리하면 Fig. 7과 같은 모순해결안

을 얻을 수 있다.

[Fig. 7] Problem solution

실제 주방용 식칼을 제조하는 현장에서는 Fig. 7

과 같은 방법 외에도 더 많은 획기적인 발상의 진화

를 통하여 경제성과 편리성을 고려한 발명품을 개발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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