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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Z를 접목시킨 Lean Six Sigma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RIZ to

Lean Six Sigma

조 태 연*

Abstract

To maximize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production and operations systems, Six

Sigma and Lean Production System have been widely used. The main focus of Six

Sigma is reducing variations, whereas that of Lean Production System is

eliminating losses. To take advantage of the two approaches Six Sigma and Lean

Production System was integrated into Lean Six Sigma, and the integrated

approach has been used in recent years. In the implementation of Lean Six Sigma,

the problems under consideration have often physical or technical contradictions

which are difficult to be solved by conventional methods. To solve such

contradictions TRIZ is useful in many cases. In this thesis, it is considered that

how TRIZ can be applied to Lean Six Sigma. An integrated road-map of Lean Six

Sigma and TRIZ is suggested and some cases are reviewed.

Keyword: TRIZ, Six Sigma, Lean

1. 서 론

1980년대 모토로라에 의해 시작된 식스시그마(Six Sigma)는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TQM(Total Quality Management)과 다른 경영기법으로 대두되

고 있다. 세계의 기업들은 전사적인 식스시그마 활동을 통해 기업의 수익증대와 고객

만족을 통하여 하나의 혁신기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2001년 폴 켈러(Paul A. Keller)가

“Recent Trends In Six Sigma” 라는 논문을 발표한 이래 새로운 경영기법들과 식스

시그마의 통합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Lean

또는 JIT(Just in Time) 라고 불리는 도요타시스템(Toyota Production System) 과 식

스시그마를 결합한 린 식스 시그마 방식이다.

* 대림대학교 산업경영과



TRIZ를 접목시킨 Lean Six Sigma에 관한 연구 조 태 연                                                                                        

454

린 식스시그마는 모든 생산 활동에서 발생되는 낭비요소를 개선하고, 제거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높은 수익을 창출함에 있다. 두 경영기법의 결합을 통해 시

너지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린 식스시그마이다. 또한 린 식스시그마 로드맵에서 창의

적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TRIZ(러시아어:Teoriya Reshniya Izobretatelskikh Zadatch)

를 적용함으로써 린 식스시그마 프로젝트 개선안 도출 기법으로 적용 가능하다. 서비스

업이나 사무 간접부문에서 린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흔히 접하는 문제는

창의적 개선안 도출을 위한 툴이 다소 미흡한 것이다. 또한 실험계획법(DOE)을 적용하

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당 부분 브레인스토밍이나 전문가의 직감 등에 의해 개선안을

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방법들도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유용한 것은 사실이지

만, 상식을 뛰어 넘을 수 있는 혁신적인 개선안의 도출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최

근 연구개발 분야에서 기술과 제품혁신을 위해 널리 활용되는 TRIZ가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TRIZ는 모순으로 정의 가능한 많은 문제에 대해 해법의 실마리를 제공하면서 린 식

스시그마의 문제 상황을 기술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모순을 정의 할 수 있다.

현재 린 식스시그마가 여러 기법과 함께 일부 기업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

며, 그 성과 또한 미약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린 식스시그마의 이론적 체계와 활

용에 관한 연구로 TRIZ를 접목시켜 새로운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린 식스 시그마와 TRIZ의 이론적 고찰

2.1 린 식스시그마

모토로라에 의해 처음소개 된 이래로 20년 동안 전략적인 측면과 방법론적인 측면

모두에서 식스시그마는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린 생산시스템(Lean

Production System)과 식스시그마(Six Sigma)를 합쳐서 고객과 주주를 위하여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새로운 경영전략을 린 식스시그마(Lean Six Sigma)라고 한

다. 린 식스시그마는 식스시그마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린 식스 시그

마를 도입한 기업들은 식스시그마의 발전을 계기로 발전적 전략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린 식스시그마의 최근 변화추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의 제조부문에서 점차 금융이나 의료서비스 같은 비제조 부문으로 적용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린 식스시그마와 다른 비즈니스 전략과의 접목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며, 이에

대한 많은 연구와 실행이 추진되고 있다.

•DFSS(Design For Six Sigma)를 통한 보다 높은 수준의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표준화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통계적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던 BB와 GB 교육과정에 프로젝트 관리나

팀 관리와 같은 비통계적인 방법론에 대한 교육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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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도 린 식스시그마와 다른 비즈니스 전략과의 접목을 통해 보다 높은 시너

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경영혁신전략의 개발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높다. 이러한 변

화추세는 다른 비즈니스 전략과 린 식스시그마가 모두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장기적

인 기업생존을 추구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제약이론

(Theory of Constraints), 가치혁신(Value Innovation), BSC(Balanced Scorecard) 그리

고 린 생산방식 등과의 접목에 대해 많은 연구와 실행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린과

식스시그마가 접목된 린 식스시그마는 식스시그마를 통해 성과를 올린 여러 기업들이

보다 발전된 형태의 혁신전략으로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3, 4, 5].

2.2 린 식스시그마 로드맵

린 식스시그마는 기록공정관리의 능률화와 조직의 정보흐름 개선에 사용되어 왔다.

린 식스시그마의 로드맵은 식스시그마 로드맵과 같이 DMAIC의 단계를 거치면 각 단

계에서는 톨게이트 리뷰를 시행한다. DMAIC에서 Define은 무엇을 개선해야하는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Measure는 현재 무엇을 완료해야하는가에 대한 측정을 하고,

Analyze는 data와 개선계획의 발전을 분석하고, Improve는 현재공정에서 측정한 값에

대한 성공여부를 개선한다. 끝으로 Control은 프로세스 향상과 관리를 하고, 공정흐름을

파악한다. 이렇게 프로젝트 추진 팀이 DMAIC단계에 초점을 두고 각 단계별로 진행단

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찰한다. 린 식스시그마의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그림 1>린 식스시그마 로드맵

2.3 TRIZ 이론적 고찰

TRIZ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론이다. TRIZ는 1946년 구소련

갠리흐 알트슐러(Genrich Altshuller)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 되어 현재 미국과 러

시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발전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차세대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개발에 관련된 도구로서 정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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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Z는 50년이 넘는 기간의 연구 및 개발의 결과, 문제 해결자들을 사업 및 기술의

난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으로 안내해 주는 이노베이션 과학을 탄생시켰다. 오늘날

사용되는 TRIZ는 다른 방법들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심리학이 아닌 기술에 기반을 두

고 있기 때문이다. 200만 건 이상의 전 세계 특허에서 선별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분

석하고 분류하여 목적, 실증 가능한 경향, 그리고 기술혁신의 진화를 나타내어 주는

규칙성을 밝혀내었다[30]. 이러한 연구의 중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① 어떤 문제와 해결안은 산업과 과학의 경계를 뛰어넘어 반복된다.

② 기술의 진보는 산업과 과학의 경계를 뛰어넘어 반복된다.

③ 혁신은 다른 분야의 과학효과의 접목을 이용하여 일어난다.

위 3가지 정리는 제품, 서비스 등에서의 개선과정에서 TRIZ를 이용하여 문제해결에

이용하고 있다. TRIZ를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LG, Samsung, Daewoo,

Ford, General Motors, Motorola, EDS, 3M, Mobil Oil, Kodak, TRW, McDonnell

Douglas, Procter & Gamble, U.S. Air Force, BMW, Mitshubish 등이 있다. 국내에서

는 LG전자가 2001년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현 2006년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TRIZ

의 잠재적 위력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26, 27,

28, 29].

3. TRIZ를 이용한 린 식스시그마 적용사례 분석

국내외의 포스코, LG전자, Xerox, Boeing의 린 식스시그마 적용부분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사례연구 분석

포스코 LG전자 Xerox Boeing

적용시기 1999년 1996년 2003년 1999년

적용전략
Quick

Six Sigma

Lean

Six Sigma

Lean

Six Sigma

Boeing

Production

System

특 징 5S 적극 활용
조직구성과

교육체계
커뮤니케이션

린 기반으로

전략적 통합

공 통 점 린과 식스시그마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고, 문제 해결방법으로 TRIZ 사용

차 이 점 린 식스시그마의 전사적 추진
린이 크게

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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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내와 국외의 TRIZ를 이용한 린 식스시그마를 적용하여 실행하는 기업들의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최고 경영자의 확고한 실천의지이다. 포스코와 LG전자 그리고 Xerox와

Boeing은 린 식스시그마라는 명칭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얻었다. 린 식스시그마를 조기

에 뿌리 내리기위해 최고경영자(CEO)가 깊이 관여하고 현장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현장경영이 있었기에 가능한 처사였다.

둘째, 전사원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조직 구성원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 끊임없이

행동으로 실천하고 보상받을 수 있었기에 린 식스시그마의 추진이 원활이 이루어 졌

다. 또한 과제해결과 핵심역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교차기능적인 팀을 운영하거나

풀타임으로 매진함으로써 큰 힘이 되었다.

셋째, 식스시그마에 린 방식을 추가 및 보완하여 추진하는 것이 크게 강조되었다.

두 가지 방식은 프로세스의 유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낭비개선과 품질개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식스시그마에서의 어려운 현상들을 Lean을 통하여 해결함으로

써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핵심역량이 될 수 있는 조직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참여

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본다.

지속적인 개선과 조직구성원들의 동기부여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지 할 수 있도록

Kaizen DMAIC(event)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경영진은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로 얻은 최고의 성과를 뽑아 베스트 프랙티스의

사례로 만들고, 전파 할 수 있도록 인트라넷을 구성하는 것이다. Kaizen DMAIC를 통

해 린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연쇄효과를 얻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또한, 조직구성원인 MBB, BB, GB의 교육․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전문화된

교육을 함으로써 양․질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으며 회사는 높은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다.

넷째, 프로젝트를 해결할 때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기보다는 문제의 정의를 파악하고 해

결할 수 있는 TRIZ를 적극 활용하여 신제품이나 혁신적인 과정에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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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RIZ를 접목시킨 린 식스시그마 통합 모형

<그림 2> TRIZ를 접목시킨 린 식스시그마 문제해결 프로세스

<그림 2>는 린 식스시그마 수행기법 분석을 통해 TRIZ를 접목시켜 보완된 문제해

결의 툴을 제시하였다. 린 식스시그마 수행기법을 사용하면서 TRIZ를 도입․추진하는

기업에게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프로세스가 될 것이다.

5. 결 론

성공적인 린 식스시그마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의 기업에서 린

을 식스시그마에 강화할 것인지 또는 식스시그마에 린을 강화할 것인지 가치판단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린 식스시그마의 효율적 적용방안을 생각해 보았

다. 첫째, 식스시그마에서 린을 사용할 경우 VSM을 통한 낭비제거와 VA/NVA를 분

류하여 NVA를 제거하는 것이다. 또한 식스시그마에서 스피드와 품질을 연결시켜 나

쁜 품질의 원인이 느린 스피드에 있다면 Lean에서는 WIP를 제한하여 Pull System을

구축하게 됨으로써 근원적 품질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식스시그마는 Lean에서 NVA

를 제거해 준다면 빠른 시간 내에 품질을 개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린에서 식스시그마를 사용할 경우 린의 프로세스를 단순화해 흐름을 갖도록 하여

개선의 기회를 도출한다. 그리고 도출된 개선과제가 즉시 개선 가능한 경우 린의 5S 또는

식스시그마의 Kaizen DMAIC 등을 활용하여 이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문제해

결이 요구되는 경우 식스시그마와 TRIZ를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도출하여 해결한다.



2012년 대한안전경영과학회 추계학술대회

459

본 연구에 대한 향후 연구 과제로 연구․개발․설계에서 수행될 수 있는 식스시그

마 기법들에 대한 접목으로 TRIZ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보고, TRIZ가 식스시그마의

로드맵상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포스코형 퀵 식스

시그마와 같이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경영혁신을 위한 한국형 베스트 프

랙티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TRIZ를 접목시킨 린 식스시그

마와 같은 한국에 맞는 경영혁신 전략이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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