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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users increasingl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afety and the Product Liability comes into effect, a company should 
take responsibility of protecting the users who use its product. In order to produce a safe product and satisfy the needs of 
users, it is critical for developers to evaluate the safety of the product appropriately and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 accurately. Furthermore, a safe product can be realized by considering a safety level of the product in a whole 
product development process. However, in general, product development projects hardly evaluate the safety of a product in 
the product planning step. In addition, most of safety evaluation methods which are applied in the product planning step 
have a tendency to be qualitative because a detailed product design can not be specified in this step.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at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the safety evaluation process by applying quantitative methods such as 'AHP' and 
'Fuzzy'. AHP can help analysts derive the weight of safety factors. Fuzzy is applied to evaluate the degree of safety of 
product elements in this paper. The proposed method will be able to improve the safety level of a product by using the 
quantitative methods in the product planning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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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사용자에게 발생되는 사고를 보면 제품 제조상의 

불량으로 인한 사고보다 제품 자체의 설계가 잘 못 되어 있

거나, 안전장치 미비 등에 의한 사고가 많다. 최근 많은 기

업들은 6sigma 등 불량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은 2002년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으로 

사용자의 제품 사용 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미국의 안전연구전문기관인 NSC(National Safety Council)

는 국가나 기업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철저히 분

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 제품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NSC는 사고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

과를 재차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사고를 예

방하는 비용이 사고를 처리하는 비용보다 경제적이며, 제품

의 안전성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제품개발은 제품기획단계, 제품설계단계, 제품생산단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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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인 제품개발프로세스에 의해서 개발된다. 개발된 제품

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품개발 전(全)과정에서 안

전성 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기존의 제품 안전성 평가방법

을 살펴보면 생산된 제품의 사고분석을 통한 사후평가가 대

부분이며,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의 신뢰도를 활용하여 세부

설계단계에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오상준(2006)

은 제품수명주기상의 각 단계별 불확실성 및 비용발생 정도

에 대하여 제품개발 초기단계일수록 기회 및 제약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으나 재조정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제품개발 초기단계인 제품기획단계가 

제품개발에 사용되는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용표(2005)는 제품단계별 원가 

결정 비중에서 초기제품 개념정립이 필요한 개념설계 즉 제

품기획단계가 제품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품개발프로세스 초기단계에서 제품평가를 실시하

는 것이 설계단계 이후 평가나 사후평가보다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제품기획단계에서 실시되는 기존의 평가방법은 

소비자 요구사항이나 디자이너 요구사항을 제품에 적용하

기 위한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PHA, What-if, 

Check-list 등의 방법이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평가자가 자

신의 경험을 통해 실시하는 방법으로, 제품평가에 대한 평

가 기준이 평가자 마다 다를 수 있으며, 전문가를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쉽

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품기획단계에서 동일한 요소에 대하

여 평가할 수 있으며, 안전성 평가에 대한 비전문가도 제

품기획단계에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와 Fuzzy방법을 활용하여 

제품기획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 평가방법을 개발

하고자 한다. 

2. 기존 연구 

2.1 기존의 제품개발프로세스 및 제품기획방법 

2.1.1 일반적인 제품개발프로세스 

Ulrich & Eppinger(2004)의 제품개발프로세스나 디자인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연구자나 제품, 상황에 따라 여러 단계

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각 프로세스를 크게 살펴보면 그

림 1과 같이 계획 및 개념설계(concept design)에 해당하는 

기획단계, 상세설계(detail design)단계, 생산(production)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품기획단계에서는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기술력에 기초

한 제품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한다. 제품의 방향성이 결정

되면 제품의 기능이나 용도, 감성, 조형적 기호를 설정하고 

Concept을 세운다. 이것을 위하여 시장조사와 자료수집을 

수행하고 제품의 Positioning(시장에서의 제품 위치확인과 

정립)과 Target(제품의 주 구매 혹은 사용대상자)을 명확히 

한다. 제품기획과 디자인 Concept에 근거하여 다양한 아이

디어를 전개하고 제품의 조형을 구체화해 나간다. 

디자인 설계단계에서는 제품의 기능, 구조, 용도, 유행 등

을 검토하면서 조형이미지를 다듬어 간다. 또한 제시되는 

디자인이 처음의 제품기획이나 Concept의 방향에 맞게 디

자인되었는가, 혹은 기능이나 구조상의 문제는 없는가, 시장

성은 있는가 등의 여러 방향에서 검토를 행한다. 이 단계가 

되면 기능이나 구조가 구체화되기 때문에 디자인의 상세한 

부분까지 검토할 수 있게 되며, 여러 각도에서의 디자인평가

가 시도된다. 

생산단계에서는 결정된 디자인에 따라 Prototype이 제작

되며, 제조 설계 및 생산라인 설계를 통한 생산이 실시된다. 

또한 생산된 제품에 대한 판매 계획 등이 설계된다. 

2.1.2 제품기획방법 

Ulrich & Eppinger(2004)의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일반

적인 제품기획단계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일반적인 제

품기획단계에서는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목표 사양 

설정, 제품 개념의 선정 및 시험, 최종 사양을 설정하여 제품

개발 계획을 세운다. 주사용자 파악, 경쟁제품 파악, 제품 개

념의 타당성 검토, 제조비용 견적, 생산 타당성 평가 및 현재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의 실망과 불만사항, 제품군과 관련이 

있는 라이프 사이클, 신기술 현황 파악 등이 주요 활동이다. 

따라서 기획과정은 사용자 요구 및 특성을 조사하여 다양한 

디자인 대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 할 수 있으며, 이 과정

에서 나오는 무수한 아이템들은 모두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제품개발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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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품개발프로세스에서 제품평가에 관한 기존 연구 

정원과 이익성(2001), 곽효연과 이상도(1997), 

Shahrokhi와 Coauthor(2004) 등의 연구를 살펴보면 제

품개발프로세스에서 제품평가에 의하면 제품기획단계에서는 

최근 다양화된 사용자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asan, et al.(2003)는 장비와 기계의 디자인이 인간의 

안전의 개념에서 더 이상 분리될 수 없으며, 제품 디자이너

는 이러한 안전 속성에 대하여 제품 디자인에서부터 고려하

여야 한다고 하였다. 최근 사용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사용

자의 개성을 중시하여 제품에 대한 감성적인 요인의 요구조

건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의 생산 형태는 대

량생산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제품

개발주기가 더욱 빨라지고, 기업은 이러한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다 빨리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의 기본적인 

욕구인 안전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도 향상되었으며, 기업은 

2002년 실시된 PL법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제품개발 및 생

산 시 안전성 평가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전

성 평가는 제품개발 초기단계에서 시행될수록 시간과 비용

의 절약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2.3 기존의 제품 안전성 평가방법 

제품안전평가를 위해 사용된 기법으로 일반적으로 FMEA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와 FTA(Fault Tree 

Analysis)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FMEA는 예상 가능한 고

장 형태에 따른 영향 정도를 추정하여 신뢰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제조물 설계단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

다. FTA는 고장을 발생시키는 사상(event)과 원인과의 인

과관계를 Boolean function을 사용하여 고장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제품이 설계단계 또는 제품이 

표 1. 제품개발프로세스에서의 제품평가에 관한 기존 연구 

 기 획 설 계 생 산 

Hsiao(2002) QFD(요구사항)  
FMEA, DFA, AHP를 통한 사후분석
(제품) 

Carbonara와 
Scozzia(2006) 

4종류의 Cognitive 
mapping 작성(인지) 

  

이종석(2004) QFD(요구사항) AHP, 쌍대분석법(제품)  

박경찬(2005) 
QFD or FMEA 
(요구사항 or 제품) 

파레토분석(제품)  

김경훈, 조재립(2002) 
Kano 모델(제품) 
QFD(요구사항) 

  

정원, 이익성(2001) QFD, FA(요구사항, 제품) FTA, FMEA(제품)  

Basnyat 외(2005)  
Stress point analysis (SPA) method를 실시하여
가장 고장확률이 큰 값을 도출(제품) 

 

Dowlatshahi(2001)  

① Fault tree나 chain graph에서의 부분별 일어
날 확률 도출 

② Parameter에 대한 case cumulative expected 
risk (CCER) 
값을 구하여 가장 값이 큰 risk를 분석 (제품)

 

Hasan 외(2003)  시제품에 대한 PHA, FTA, FMEA실시(제품)  

Shahrokhi 외(2004)  CAD시뮬레이션으로 안전평가(제품)  

Vollmer 외(2000)  Risk 그래프 작성(제품)  

윤원영, 김현식(2004)  
서브시스템의 각 부품별로 FMEA를 실시 
시제품 신뢰성 시험(제품) 

정규 양산 중 주기적으로 신뢰성을
평가(제품) 

정원, 김준홍(2006)   
고장 이 후, 고장에 대한 FMEA와
FTA의 값을 프로세스에 도입제품

그림 2. 일반적인 제품기획단계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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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된 이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외에 PHA(Preliminary 

Hazard Analysis), FHA(Fault Hazard Analysis), What-if, 

Checklist Analysis, QFD(Quality Function Development), 

MORT(Management Oversight and Risk Tree), ETA 

(Event Tree Analysis), MMEA(Misuse Mode and Effects 

Analysis), THERP(Technique for Human Error Rate 

Prediction), HAZOP(Hazard & Operability Study), SASA 

(Systematic Approach to Accident Analysis) 등이 있다. 

위의 방법 중 제품기획단계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QFD, 

PHA, What-if, Checklist Analysis 등이 있다. 제품기획단

계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QFD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 중 

가장 요구도가 높은 것을 설계 특성으로 변환시키는 방법으

로, 안전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으나, 사용자

의 요구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 보다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AHP 및 Fuzzy를 이용하여 제안한 
안전성 평가모델 

3.1 제안된 방법에 사용된 기법 

3.1.1 AHP 

의사결정자가 추구하는 목표 또는 만족시키고자 하는 기

준이 다수이며 복합적인 경우, 선택하고자 하는 대안들간의 

체계적인 비교는 의사결정기준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

출하고 선호되는 정도를 계량화하여, 이를 종합화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다기준하에서 선택 가능한 대안들의 선호

도 측정과 그에 따른 평가는 의사결정자가 고려해야 할 속

성과 측정에 사용되는 척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

가 아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들에는 객관적인 타당성을 입

증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는 반면, 의사결정자 또는 의사결

정자 집단의 인지에 의해서만 측정될 수 있는 정성적이고 

주관적인 기준들도 있다. Saaty(1980)는 AHP(Analytic 

Hierarchic Process, 계층적 분석방법)는 의사결정요소들

의 속성과 그 측정 척도가 다양한 다기준의사결정문제에 효

과적으로 적용되어 의사결정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순위화 시키고, 그 가중치를 비율 척도

로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3.1.2 Fuzzy 

Zadeh(1976)는 퍼지집합의 개념은 각 대상이 어떤 모

임에 속한다 또는 속하지 않는다는 이진법 논리로부터, 각 

대상이 그 모임에 속하는 정도를 소속함수(membership 

function)로 나타냄으로써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

였다. Kir & Folger(1998)은 퍼지이론은 평가대상에 대해

서 예 또는 아니오 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애매한 경우에 

대한 문제점을 수학적 접근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라

고 하였다. 즉 정성적인 퍼지 개념과 정량적인 수학과의 사

이를 연결하는 중간적인 역할을 한다. 

3.2 AHP 및 Fuzzy를 이용한 제품기획단계에서의 안전

성 평가모델 제안 

사고발생 이후의 안전성 평가나 세부설계단계 이후의 안

전성 평가는 사고발생 빈도, 사고 정도 등의 정량적인 분석

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품기획단계에서의 안전성 평가는 아

직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이므

로 수학적 정량적인 분석이 힘들다. 또한 "예" 또는 "아니오"
의 이분법적인 평가만으로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제품기획단계에서 평가되어야 할 각 요소에 대하여 AHP와 

Fuzzy를 적용하여 제품기획단계에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림 3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3.2.1 제품기획단계의 안전평가요소 추출 

제품요소에 대한 기존 연구를 분류하면 크게 다음의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생리적 특성, 심리적 특성, 인체의 구조, 둘째, 

Physical, Logical, Functional, 셋째, 인간요소, 사용자 유

형, 행위요소, 제품요소의 3가지 요소에 대한 통합 매트릭스

를 통해 평가 중요도가 높은 것을 우선으로 하는 방법, 넷째, 

기존 사고분석을 통해 얻은 요인에 대하여 다차원척도법을 

이용하여 안전요소 선정 후 구성부품 요소와 매칭에 대하여 

다차원척도법을 실시한 후 요소를 축약하여 해당하는 구성

기획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 추출

각 요소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해 가중치 추출

각 요소에 대한 퍼지값 추출

각 요소에 대한 safety score 도출

Safety Index를 통한 안전성 판단

설계 단계로 진행

기획의도부터 다시 검토

합격

불합격

기획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 추출 

각 요소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해 가중치 추출 

각 요소에 대한 퍼지값 추출 

각 요소에 대한 safety score 도출 

Safety Index를 통한 안전성 판단 

설계단계로 진행 

기획의도부터 다시 검토

불합격 

합격

그림 3. 제품기획단계의 안전성 평가모형 개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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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요소를 찾아 재설계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품기획단계의 안전

성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사례분석을 해 본 결과, 제품기획

단계에서는 단계 특성상 제품의 세부설계요소가 결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평가자에 따라 같은 방법의 평가를 실시하더

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방법으로는 경험

이 풍부한 전문가가 평가를 실시해야 하므로, 일반 중소기

업이나 전문가가 확보되지 않은 기업에서는 제품기획단계에

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 

기존의 안전성 평가방법들은 대부분 제품의 자체 결함에 

대하여 중점을 두는 반면, 사용자의 오작동에 대한 대비가 

미약하다. 따라서 제조사가 고려하지 못한 사용자의 오작동

에 의한 사고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사용자에 따라 같은 기능의 제품이라도 다르게 설계되는 경

우가 많다.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

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제품평가를 위해 추출된 평가요소를 분류

해보면 크게 다음의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생리적 특성, 심리적 

특성, 인체의 구조, 둘째, 제품에 대한 Physical, Logical, 

Functional, 셋째, 개인이나 그룹의 기능적 한계 및 능력에 

대한 평가로 인구통계학적 변수, 라이프스타일 변수, 인간

특성변수를 사용하여 인간요소그룹, 사용자 유형, 행위요소, 

제품요소에 따라 분류한 방법, 넷째, 기존 사고분석을 통해 

견고성, 정확성 등의 감성으로 표현하여 설문조사하고 다차

원척도법을 실시한 후 요소를 축약하여 해당하는 구성부품 

요소를 찾아 재설계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생리적 특성: 시각계, 청각계, 촉각계 

심리적 특성: 지각계, 조작, 표시, 색채, 공간, 시간 

인체의 구조: 인체계측치, 자세, 동작, 작업영역 

② Physical: Size, Shape(font in text), Color, How may, 

Speed, Displacement, Clearance, Backlighting 

Logical: Meaning, Level of detail, Grouping, Arrange- 

ment, Sequence, Spatial, movement compatibility 

Functional: Usage, Method, Mode 

③ 인간요소: 개인이나 그룹의 기능적 한계 및 능력에 대한 

표현 

인구통계학적 변수 - 성별, 연령, 가족생활주기 

라이프스타일 변수 - 직업, 라이프 스타일 

인간 특성 변수   - 인간특성특징(시각, 청각, 운동, 인

체치수, 인지능력), 사용자 유형(특별한 배려 필요없음, 

보조 도구 및 장신구 사용) 

행위요소: 사용자 입장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상호

작용하는 구조에 대한 표현, 제품을 사용하는 중요 요소 

행위에 대하여, 시나리오를 만들어 정황적 태스크 분석 

실시 

제품요소: 개인이나 그룹이 주어진 제품을 이용하는 각

종 행위에 대한 표현(Output/displays, Input/control, 

Documentation, Functional allocation, Operation 

protocol) 

통합적 분석: 개인이나 그룹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품을 사용할 때에 발생될 수 있는 사용자요구, 

잠재된 문제점 등에 대한 표현 
 

위의 3가지 요소에 대한 통합 매트릭스를 통해 평가 중

요도가 높은 것을 우선으로 함 
 

④ 기존 사고분석을 통해 얻은 요인에 대하여 다차원척도

법을 이용하여 안전요소 선정 후 구성부품 요소와 매칭: 

견고성, 정확성, 재질감, 조작성, 작동성, 편리성, 표시성, 

가시성, 지시성, 가독성, 열표시성, 간결성, 분해성, 조립

성, 호환성, 마감성, 매끄러움, 부드러움, 위치성, 배열성, 

방향성, 맞춤성, 적합성, 기밀성, 균형감, 안정감, 색감, 

평형감 

 

위의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요소에 대하여 중첩된 

요소와 제품기획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요소를 제거한 

57개의 요소가 추출되었다. 세부설계요소가 결정되지 않은 

제품기획단계에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요소를 추출하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델파이법, KJ법, 설문조사법, 브레인스토

밍 법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대면 토의를 통해 

의견 수립이 용이한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사용하여 요소를 

추출하였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 57개의 추출된 요소에 대

하여 안전성 평가의 경험이 있는 교수 2명, 대학원생 2명

으로 구성된 4명의 평가자의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통해 제

품기획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추출하였다. 요소 추

출 시 기획된 제품의 Target의 사용자 특성, 어디서 사용하

게 되는가, 언제 사용하게 되는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는가 등을 고려하여 요소를 추출하였다. 또한 제품기획

단계에서는 세부적인 제품요소가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제

품에 대한 컨셉이 주가 된다는 것을 주의하였다. 추출된 요

소로는 성별, 연령, 가족구성원, 직업, 라이프스타일, 시각, 

청각, 운동능력, 인체치수, 인지능력, 보조도구 사용유무, 

Output display, Input control, Documentation, Functional 

allocation, Operation protocol의 16개의 요소를 추출하였

다. 추출 요소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추가 또는 가감의 약간

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으나, 위의 16개의 요소는 대부분 

제품의 기획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표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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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각 요소별 가중치 계산 

제품기획단계에서 안전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추출된 성별, 

연령, 가족생활주기, 직업, 라이프스타일, 시각, 청각, 운동능

력, 인체치수, 인지능력, 보조도구 사용유무, Output/display, 

Input/control, Documentation, Functional allocation, 

Operation protocol 등의 16개 요소에 대해 AHP의 쌍대

비교 방법을 이용하여 각 요소별 가중치를 계산하며, 척도는 

표 3과 같다. 

각 평가요소 계층에 대해서 얻어진 쌍대 비교치에 대해서 

jiij WWa /= 와 같은 수식으로 각 행렬 요소값을 계산

하여 식(1)과 같은 쌍대행렬을 생성한다.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는 일반적으로 합이 1인 가중치 
W로 나타낸다. 즉, n개의 요소가 있는 경우엔 식(2)와 같

이 벡터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1) 

 

 

 

 
 (2) 

 

 

이 가중치 벡터 W는 다음과 같은 고유치 문제

(eigenvalue problem)를 풀어서 도출해 낼 수 있다. 

m a xλ 는 고유치 중 가장 큰 것을 말하며 이에 대응하는 

고유벡터가 식(3)과 같은 가중치 벡터 W가 된다. A는 쌍

대행렬이다. 
 
 (3) 

 

각 요소들에 대한 대안들의 중요도를 얻기 위해서 앞의 

동일한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대안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

타내는 가중치 벡터를 구한다. 

CI와 CR값을 식(4)의 식을 통해 계산한다. 이때, CR값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받아들이고, 10% 이상이 되면 의사

결정자의 결정과정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쌍대비교를 재실시한다. 

 

 (4) 
 

일관성 지수 (consistency index: CI) <0.1 받아들임 

CR=CI/RI<0.1 받아들임(CR: 일관성 비율) 

RI: 임의지수(random index) 

3.2.3 각 요소의 안전성 중요도, 사고 심각성, 사고 가

능성에 대한 퍼지값 추출 

추출된 각 요소의 안전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요

도, 사고 심각성, 사고 가능성에 대하여 "예" 또는 "아니오"
의 대답형식이 아닌 퍼지언어 개념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퍼지 집합이론에서 변수는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멤버쉽

함수(membership function)를 갖는다. 멤버쉽함수는 [0,1]

표 2. 제품기획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 

요 소 설 명 

성별 Target의 성별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연령 Target의 연령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성원 
Target의 가족구성 비율이나 수가 안전성
에 미치는 영향 

직업 
Target의 직업 유무 또는 종류가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라이프스타일 
Target의 주 생활 시간, 장소 등의 라이프
스타일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시각 Target의 시각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청각 Target의 청각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운동능력 Target의 운동능력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인체치수 Target의 인체치수가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인지능력 Target의 인지능력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보조도구 사용유무 Target의 보조도구 사용유무가 미치는 영향

Output/display 
제품의 Output/display가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Input/control 
제품의 Input/control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Documentation 
제품의 Documentation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Function allocation 
제품의 Functional allocation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Operation protocol 
제품의 Operation protocol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표 3. 쌍대비교 추정치에 대한 변수 정의 

aii 정의 

1 요인 i와 요인 j의 중요성이 같다 

3 요인 i가 요인 j보다 약간 중요하다 

5 요인 i가 요인 j보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 

7 요인 i가 요인 j보다 상당히 중요하다 

9 요인 i가 요인 j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2,4,6,8 판단기준 사이의 중간 정도의 중요성 

역수 역의 중요성에 대응하는 중요성의 역수 

11 12 1 1 1 1 2 1

21 22 2 2 1 2 2 2

31 32 3 3 1 3 2 3

1 2 1 2

/ / /
/ / /
/ / /

/ / /

n n

n n

n n

n n nn n n n n

a a a w w w w w w
a a a w w w w w w
a a a w w w w w w

a a a w w w w w w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 L

L L

L L

M M M M M M

L L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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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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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j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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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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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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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CI RI where RI random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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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다. 전체 집합 R에서 퍼지 부분

집합 A는 다음 조건 식(5)를 따른다. 
 
μA(x0) = 1          만일  ∃x0  ∈ R 

Aα = {x | μA(x0) ≥ α}    ∀α∈[0,1] (5) 

 

삼각퍼지수(triangular fuzzy number)는 다음과 같은 멤

버쉽함수를 갖는 퍼지수이다. 여기서 cba ≤≤ 이고, a와 c

는 퍼지수 A의 끝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삼각퍼지수는 식

(6)과 같이 ),,( cba 로 표시될 수 있으며 이때, 1)( =bAμ  

이 된다. 

 

그림 4는 Park & Kim(1990)이 제안한 삼각함수 값으로, 

이를 이용하여 제품기획단계에서 안전성을 알아보기 위해 

추출한 16개 요소의 안전성 중요도, 사고 심각성, 사고 가

능성에 대한 안전성 언어평가값을 구한다. 

평가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점수 wi와 기하평균을 

이용한 평가항목의 안전성 평가점수 3
iiii lcsR ⋅⋅= 를 사

용하여 제품의 안전성 점수(S)를 구하였다. 

 

S = ∑ wi·Ri 
 

3.2.4 안전성 판단 

AHP기법을 통해 구해진 각 요소의 가중치와 퍼지언어값

의 퍼지곱셈을 이용 추출한 안전성 평가점수를 가지고 제품

에 대한 안전성을 판단하였다. 가중치와 퍼지값의 곱으로 

구해진 값은 표 4의 안전지수를 적용하여 안전성 평가를 실

시하였다. 안전성 평가의 값이 High값 이상인 경우 설계단

계로 진행시키고, Low값 이하인 경우는 불합격 처리하여 

다시 제품 컨셉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위의 4단계의 방법을 적용하여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Visual Basic 6.0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하였다. 

4. 사례분석 

사례분석은 그림 5와 같이 칼날부를 올려놓게 되면 본체 

안쪽의 하단 부위에 눌림 작동 스위치가 있어서 칼날부에 

용기를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칼날이 돌아가며 작동하

는 형태의 소형믹서기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이 형태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소형믹서기중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제품이다. 본 연구에서

는 제품의 세부설계나 생산이 이루어지기 전단계인 제품기

획단계에서의 평가이므로 실제 제품을 보여주지 않고, 제품

에 대한 스케치를 가지고 제품기획에 대한 설명해 준 뒤 이 

제품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앞의 평가요소를 추출

한 평가자 4명에게 평가요소 추출 전에 실시하였다. 

4.1 기존의 방법을 적용한 사례분석 

제품기획단계에서는 생산될 제품의 사용자 요구조건을 반

영하며, 제품의 컨셉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제품의 

구체적인 상세 설계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제품의 하부 

부품에 대한 고장률이나 사고율을 통한 안전성 평가는 힘들

다. 기존의 방법과 도출된 평가요소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가정용 소형믹서기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x - α 
b - a 

x∈[α ,b ] 

x - c 
b - c 

x∈[b ,c ] μA(x) = 

0 otherwise 

(6)

표 4. 안전지수 

Safety Category Index scale 

A Maximum 1.0 

B High  

C Medium  

D Low  

E Minimum 0.0 

그림 4. 언어변수에 대한 퍼지 소속값 

i=0 

n 

그림 5. 사례분석에 사용된 소형믹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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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방법으로는 제품기획단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PHA, What-If 분석, Check list 방법을 사용하여 평

가하였고, 안전성 평가요소를 추출한 안전성 전문가 3인이 

평가를 실시하였다. 3인의 평가 내용을 정리한 내용은 표 

5, 표 6, 표 7과 같다. 

 

기존의 제품기획단계에서 평가되는 방법은 대부분은 정성

적인 평가방법으로, 제품에 대한 평가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같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평가자의 기준에 따라 분석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평가

한 내용을 정리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제품기획단계에서 실시한 안전성 평가 결과에 대

하여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과 다수의 평가자가 

평가를 실시하더라도 평가 결과를 취합하기 용이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2 제안한 방법을 적용한 사례분석 

기존의 안전성 평가방법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평가

자 4명에게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례분석으로 실시한 소형믹서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결과 각 평가요소에 대한 가중치는 표 8과 같이 나타

났으며, 안전지수는 0.273, D 단계로 제품기획단계에서 제

품생산에 대하여 재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기존의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제품기획단계의 안전성 평가

표 5. PHA 평가 결과 

제품명: 소형믹서기 

위험원 
번호 

위험원 
내용 

사고 
심각도 

발생 
빈도 

위험도 
크기 

대책안 
적용 

1 화재의 위험 A 5 III 주의 표시 

2 감전의 위험 A 5 III 주의 표시 

3 

용기부와 칼날부의 
분리 보관시 손가
락 베임 또는 절단 
위험 

B 2 I 

분리보관시 칼
날부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캡 
설치 

4 

용기부와 칼날부의 
결합이 제대로 되
어 있지 않았을 경
우 용기부가 분리
되어 깨지며 피부
에 손상을 주거나 
눈에 튀어 실명할 
수 있음 

B 2 I 

용기의 재질을 
유리가 아닌 플
라스틱이나 다
른 소재로 대체

5 

내용물이 너무 많
아 칼날이 회전하
다가 용기 밖으로 
넘치는 동시에 용
기가 분리되면서 
칼날에 의해 베이
거나 또는 절단 

B 1 I 

용기에 채워질 
수 있는 내용물
의 양에 대한  
적정위치를 눈
에 잘 보이게 
표시 

표 6. What-If 평가 결과 

제품명: 소형믹서기 

What -If 질문 결과 대책안적용 

모터가 탄다면 화재 주의 표시 

물을 넣어서 분쇄한다면 감전 주의 표시 

용기부와 칼날부를 분리 
보관한다면 

손가락 베임 또는 
절단 

분리보관시 칼날부
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캡 설치 

용기부와 칼날부의 결합
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
다면 

용기부가 분리되어 
깨지며 피부에 손상
을 주거나 눈에 튀
어 실명할 수 있음 

용기의 재질을 유리
가 아닌 플라스틱
이나 다른 소재로
대체 

내용물이 너무 많아 칼
날이 회전하다가 용기 
밖으로 넘친다면 

베이거나 또는 절단 
용기에 채워질 수
있는 적정위치를 눈
에 잘 보이게 표시

표 7. Check-list 평가 결과 

제품명: 소형믹서기 

Check-list 
매우 
있다 

있다 보통 없다
매우
없다

화재의 위험이 있는가?  V    

감전의 위험이 있는가?  V    

용기와 칼날이 분리되어 
위험성이 있는가? 

V     

용기와 칼날부의 결합이 
누가 사용하여도 용이한가?

 V    

작동하다가 용기와 칼날이 
분리 될 수 있는가? 

 V    

표 8. 사례분석에 사용된 소형믹서기의 안전성평가 가중치 
(C.R.=0.893) 

요소 가중치 요소 가중치 요소 가중치 요소 가중치

성별 0.095 연령 0.105 직업 0.013 시각 0.017

요소 가중치 요소 가중치 요소 가중치 요소 가중치

청각 0.008 운동 0.041 인체치수 0.102 인지능력 0.121

요소 가중치 요소 가중치 요소 가중치 요소 가중치

가족생활
주기 

0.053
라이프
스타일

0.073
보조도구 
사용유무 

0.186 
Output 
/display

0.072

요소 가중치 요소 가중치 요소 가중치 요소 가중치

Input
/control

0.053
Documen-

tation 
0.012

Functional 
allocation 

0.018 
Operation
protocol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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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면, 제품기획단계에서는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지

지 않거나 정성적인 방법의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

서 기획단계의 디자이너가 안전성 평가를 쉽게 할 수 없거

나,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제품평가요소를 분류하여, 제품기획

단계의 안전성 평가에 사용 가능한 16개의 요소를 브레인

스토밍 방법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도출된 각각의 평가요

소의 안전성 평가에 미치는 가중치는 제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AHP를 사용하여 각각 평가요소의 가

중치를 구하였다. 안전성에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안전성 중요도, 사고 심각성, 사고 가능성에 대해 안전성 언

어 평가를 Fuzzy를 이용해 실시하여 안전지수를 구하였다. 

제안한 방법과 기존의 방법을 비교하기 위하여 소형믹서기

를 이용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방법으로 제

품기획단계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PHA, What-If 분석, 

Check-list 방법을 통해 사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제안한 

방법을 통한 안전성 평가도 실시하였다. 기존의 방법들은 

위험원에 대한 각각의 사항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는 장점

이 있으나, 정성적인 방법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안전성 정

도 결과에 대한 결정해야 하므로, 평가 결과를 결정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정성적인 방법

과 같이 자세한 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나, 안전

지수를 이용하여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비전문가와 다수의 평가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용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제품기획단계에서부터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지

면, 재설계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사용자는 보다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기업

은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기업의 의무를 지키며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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