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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RIZ는 원래 러시아인인 알트슐러에 의해 개발되어 기술 분야의 문제 해결에 활용 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Darrell Mann에 의해 비 기술 영역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는 1995년 LG전자에서 최초로 도입하여 현
재는 삼성, 포스코 등 많은 기업들이 문제 해결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TRIZ 문제 해결 방법은 문제를 정의하고, 

RCA(Root Cause Analysis)를 통해 근본원인을 찾아내어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을 정의 하고 있다. TRIZ는 모순
을 극복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제 해결 방법인 TRIZ 원리를 이용하여 비기술 분야인 물류
영역의 개선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실제 "L" 기업의 물류 재작업이라는 물류 운영 개선을 하기 위해 TRIZ 방법론 
중 RCA(Root Cause Analysis)분석, 모순 정의, 40가지 발명원리를 사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 및 적
용 하였다. 본 연구는 TRIZ를 비기술 분야에 활용하고자 하는 향후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주제어 : 창조적 문제 해결방법, TRIZ, 물류개선, RCA 

Abstract TRIZ was developed and refined in the Soviet Union between 1946 and 1985 by Genrich Altshuller. 
Its primary application has been for solving inventive problems in the areas of engineering. But, recently  the 
elements of TRIZ began to be applied non-technical areas by Darrell Mann. TRIZ theroy was brought into 
South Korea in 1995 and it is used by the LG, SAMSUNG, POSCO. TRIZ is simply not the tool for 
technical problem solving, covering many areas of comprehensive approach is being recognized. TRIZ is a 
methodology for defining problem, finding root cause through RCA(Root cause analysis), defining technical 
contradiction and physical contradiction. TRIZ overcomes contradiction and purses problem solving method 
through innovation. TRIZ is a problem solving method in this study using the principles of non-technical fields 
applied to the improvement of the logistics area study. The method to overcome contradiction is 40 principles. 
It is possible to generate idea by using 40 principles. This study was applied to logistics field of non-technical 
area by using TRIZ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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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비즈니스 신은 항상 가장 요한 요인 의 하나이

지만, 명확한 것은 오늘날 신은 필수요소라는 것이다. 

그러고 시장은 더 나은 서비스를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

다. 이를 극복하기 해 기업들은 경 신에 도움이 되

는 검증된 신 방법론을 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TRIZ에 더욱 심을 가지

게 되었다. TRIZ는 기술 분야에 사용되어지고 잘 알려져 

있지만, 비기술 분야 역에 있어서는 사실상 많이 알려

져 있지 않고 있다. 놀라운 일도 아닌 것이 TRIZ는 엔지

니어들을 해 엔지니어들에 의해 고안된 방법론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내에 몇몇 TRIZ 문가들이 경 리 

문제에 해서 TRIZ를 용하기 시작하 다[15]. 최근에

는 비즈니스 분야에 한 TRIZ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

며, Darrell Mann의 서인 “Hands-On Systematic 

Innovation for Business and management"를 통해서 

Business TRIZ를 알리게 되는 요한 계기가 되었다[5]. 

비즈니스 분야에 있어서도 TRIZ 방법론을 용한 사례

가 나오고 있으며, Zlotin et al(2000)에 따르면 이상성, 모

순, 시스템  근방법과 같은 TRIZ의 기본원리는 비기

술 분야의 문제와 상황에 완 히 용할 수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19]. TRIZ원리는 서비스, 마 , 품질,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용되어지고 있으며[7][8][11][12], 본 

연구는 부분의 문제 해결 방법론이 추구하는 트 이드

오 (Trade Off)방식을 벗어나 모순을 정의 하고 해결하

는 TRIZ 방법론을 물류 개선활동에 용하고자 하 다. 

TRIZ를 처음 하는 연구자들은 TRIZ 원리와 개념이 어

렵고 많은 시간을 투자 해야만 한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

다[4].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본 연구

가 도움이 되고자 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TRIZ 

러시아 과학자 겐리히 알츠슐러(Genrich Altschuller)

가 1940년  러시아 해군 특허사무국에 근무하면서 기존 

기술특허 사례 150만 건을 토 로 개발하 다. 모든 발명

에는 공통의 법칙과 패턴이 있을 것 이라고 믿었다[3]. 

1950년 부터 TRIZ 이론을 논문과 책으로 발표하 으

며, 1990년 에는 TRIZ학회를 설립하여 본격 으로 

하 다[16]. 구 소련의 붕괴 이후, TRIZ의 원리가 서구

의 기업으로 확산되기 시작하 다. 국과 독일에서는 

기술 분야에 용되던 TRIZ모델을 변형하여 비즈니스 

분야에 용하는 TRIZ를 개발하 다. 국내 도입은 1995

년 LG 자 생산기술원이 최 로 도입하 으며, 이후 삼

성 자ㆍ포스코ㆍ 자동차등에서 채택하 다[1]. 2000

년 이후 기술  난제 해결  신 상품 개발에 기여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학문  융합 추세에 따라 

TRIZ 개념과 원리를 비즈니스 신과 문제해결에 용

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TRIZ 기본개념에 해 이해하기 해서는 3  핵심 

개념인 이상성(IFR, Ideal Final Result), 자원

(Resources), 모순(Contraction)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6]. 알트슐러에 의해 소개된 이상성(Ideality)이란 이상

 최종결과(Ideal Final Result)로부터 유래 되었고, 이

상  목표 설정을 통하여 고정 념과 심리  성에서 

탈출하고 정확한  목표 설정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

화 하고자 하 다. 시스템의 이상성은 다음과 같은 수식

으로 표 되어 진다[14]. 유용한 기능은 최 화 하고 유

해한 기능과 비용은 최소화 하여 이상성을 추구 하는 것

이다. 

그리고 이상성(Ideality)을 추구 하는 이상시스템(Ideal 

System)이란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으나 그 기능은 수행

되는 시스템으로 최종 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로서 이상

 최종결과(Ideal Final Result)라고 부른다. “불가능이

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생

각을 하여야 한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탕에서 새로

운 아이디어가 발생한다.“라는 것이 TRIZ기본사상이며 

이상성(Ideality)으로 설명할 수 있다[6]. 이것은 신

인 해결안을 추구하는 데에 사용하는 최 의 자원

(Resources)을 정의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13]. 

TRIZ의 기본 사상은 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상성

을 추구하는 것이라 설명 할 수 있다[20].  



A Study on Applying TRIZ to Logistics improve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79

TRIZ에서 모순의 종류는 기술  모순(Technical 

Contradiction)과 물리  모순(Physical Contradiction)으

로 나 어진다. 기술  모순(Technical Contradiction)은 

어떤 속성 는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려면 해당 시스

템 다른 속성의 기능을 하락 시키는 상을 수반 하게 된

다. 를 들어 자동차의 속도를 향상시키기 해 엔진을 

크게 만들면 출력은 좋아지나 자동차의 무게가 증가하게 

된다. 물리  모순(Physical Contradiction)은 동일 시스

템 내에서 물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사항이 생

길 때 발생된다.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부정 인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를 들면 우산이 크면 비를 

막는데 도움이 되나 휴 하기 불편하게 된다. 즉, 우산의 

크기는 비를 피하기 해 커야함과 동시에 편리하게 휴

하기 해 작아야한다[4]. TRIZ에서 문제는 어도 하

나 이상의 모순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순을 해결하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6][9].

자원(Resource)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며 즉 물질, 에 지, 시간, 공간 등 

문제 해결에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원(Resource)이라

고 말한다. TRIZ의 자원 활용은 시스템내부, 상  시스

템, 환경 같은 자원의 치별 구분과 비자원, 숨은 자

원, 생자원 같은 속성에 따라 구분 할 수 있다. 즉, 주  

자원(Resource)활용을 극 화 하여 모순을 해결함으로

써 이상  최종 결과(IFR)에 도달 할 수 있다[9]. 

2.2 TRIZ 방법론

[Fig. 1] TRIZ Problem Solving
(LG TRIZ Education Material, Souchkov 1997)

기존  문제 해결 방법론들의 근 방식은 발생한 문제에 

해 시행착오를 거쳐 해결책을 직  찾는 반면, TRIZ 

문제 해결 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Fig. 1］와 같이 실

의 발생한 문제를 TRIZ 추상 역으로 일반화 시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다[15][20]. 

발생한 문제를 RCA  기능 분석 등을 통해 물리 /

기술  모순으로 정의하여 TRIZ 문제 모델로 개념화 한

다. TRIZ Problem Models을 40가지 발명원리(40 

Principles)와 분리의 법칙 등과 같은 TRIZ Solution 

Model을 용하여 문제해결 Idea를 도출하는 것이다. 기

존의 방법론이 경험, 직 , 개인의 지식범 에서 시행착

오를 통하여 솔루션을 찾는 방식이라면, TRIZ는 문제 해

결의 공통원리를 이용하여 체계 으로 해결책에 근하

는 방식이다[10][18]. 

서두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TRIZ의 태생은 기술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으나, Darrell Man 등과 같

은 학자들에 의해 비 기술 분야에 한 TRIZ 용 연구

도 시작되었다[5]. TRIZ 문제 해결 방법에 한 내용으

로 비 기술 분야에는 주로 발명원리, 분리원리가 용 되

고 있으며[20], <Table 1>와 같이 40가지 발명원리는 서

비스, 마 , 품질,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용되어지고 

있다[7][8][11][12]. 

1.Segmentation 21.Rushing Through

2.Extraction 22.Convert Harmful to Useful

3.Local Quality 23.Feedback

4.Asymmetry 24.Mediator

5.Consolidation 25.Self-Service

6.Universality 26.Copying

7.Nesting 27.Cheap Short Life

8.Counterweight 28.Replacement of Mech. Sys.

9.Prior Counteraction 29.Pneumatic or Hydraulic

10.Prior Action 30.Flexible Membranes

11.Compensation 31.Porous Materials

12.Equipotentiality 32.Color Changing

13.Do it Reverse 33.Homogeneity

14.Spheroidality 34.Rejection and Regeneration

15.Dynamicity 35.Properties Change

16.Excess or Shortage 36.Phase Transition

17.Dimension Change 37.Thermal Expansion

18.Vibration 38.Oxidant

19.Periodic Action 39.Inert Environment

20.Continuity of Useful 

Action
40.Composite Materials

<Table 1> 40 Principles(Altshull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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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TRIZ의 문제 역으로 분석하는 방법  하나

인  RCA(Root Cause Analysis)는 문제를 구조화 하고 

핵심이 되는 원인을 악하여 문제에 향을 미치는 원

인을 명확하게 정의 한다. 측  모순이 아닌 분석  모

순 문제 로세스를 보다 쉽게 하고 TRIZ 형식으로 문제

를 유도하여 다양한 분야의 문제에 용 가능하다. 

RCA 개 방법[Fig. 2]은 “What Cause Event?"(무엇

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근본

원인을 악한다[14][20]. 잠재원인 Event는  4M1E(Man, 

Method, Machine, Environment) 에서 요한 내용

이 빠진 것이 없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작성된 각각의 원

인들은 유익한 효과이면(+)로 유해한 효과는(-)로 표기 

한다. 이때 유익하면서 유해한 효과를 동시에 나타나는 

원인은 (+,-)표기 하면 해당 원인은 물리  는 기술  

모순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를 동시에 나타내는 원인

을 핵심 원인으로 선정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단되는 원인을 문제의 핵심으로 

도 선정할 수 있다[15][20]. RCA를 통해 선정된 물리 /

기술  모순은 40가지 발명원리 용을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된다.

[Fig. 2] RCA(Root Cause Analysis)
(Souchkov 2007)

3. 연구모형

김용진⋅진승혜(2013)의 연구에서 문제 해결 단계를 

문제 정의, 황 악, 원인분석, 안의 개발, 안의 평

가 5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각 단계별 해결기법은 문제정

의 단계의 토 분석부터 안평가 단계의  Cost-Benefit 

Analysis까지 다양한 문제 해결 기법들을 정리하 다[2]. 

이국희(2011)의 서에는 문제발견, 원인규명, 해결 안 

모색, 최 안 선택, 실행  변화 리 5단계로 제안하고 

있다[1]. 두 모형의 공통 은 안개발단계 는 해결

안 모색단계에서 TRIZ를 아이디어 도출 기법으로 제시

하고 있다. LG 자에서는 TRIZ 로세스 용단계를 

5D 단계로 Define, Diagnose, Devise, Decide, Drive로 정

립하고 있다[20]. 5D Process의 각 단계별 용 기법들은 

TRIZ 기술 분야에 필요한 기법들이 모두 포함 되어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언  했듯이 TRIZ Process 단계에서도 

문제 정의에서부터 원인분석을 통한 아이디어 도출까지 

단계별 기법들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

결 단계를 공통 Process기반으로 각 단계별 기법들은 

TRIZ 방법론  기술  비 기술 분야에 공통으로 사용

되어지는 RCA(Root Cause Analysis), 모순

(Contradiction), 40가지 원리(40 Principles)를 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TRIZ 원리를 이용하여 비 기술 분야

에 용 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Fig. 4]와 같이 제시 하

고 있다. 

[Fig. 3] Problem Solving Process
         (LG TRIZ Education Material) 

4. 사례적용

물류재작업(상차취소, 인수연기)을 최소화하기 한 

자제품 제조, 매 회사인  "L"기업의 물류 개선사례를  

용하여 연구모형에 한 검증 하 다. 해당 기업은 국

내 가  제조업체로서 국에 3개의 공장물류와 25개의 

매물류센터를 물류 자회사를 통해 운 하고 있다. 물

류의 기능별, 역별 범주에 따라 개선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나, 해당 사례는 매물류 역에 해당하는 물류 작

업 행   창고 리, 배송 리 등의 여러 가지 업무  

배송 리에서 발생하는 복작업을 최소화하기 한 개

선 사례이다. 물류재작업의 개선 범 는 배송 비 단계

인 상차조합  실제 고객 배송 시 인수연기를 최소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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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업으로 정의 할 수 있다. 해당 기업에서는 상차조합

과 인수연기에 해당하는 재작업을 최소화하기 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을 용하여 다음 단계별로 

용 하 다.  

STEP 1 :  문제정의 

물류 효율성 개선을 해 “L”기업에서는 물류의 상차

조합 행 와 고객의 인수연기 건수를 최소화 하여 물류

의 불필요한 복 업무를 최소화하기 해 과제 선정을 

하게 되었다. 

STEP 2 : 원인분석

RCA(Root Cause Analysis)를 이용하여 [Fig. 4]과 같

이 물류 재작업 원인 분석을 실시하 다. 근본원인을 “배

송 일에 한 선행입력” 과 “ 매에만 집 ”하는 상을 

선정 하 다. 최  문제 정의 시 “물류재작업 개선” 이라

고 문제를 정의 하 지만, RCA(Root Cause Analysis)를 

통한 원인 분석  후 근본원인을 선정함으로써  “ 선행입

력과 배송 일을 리 하지 않고 있으므로 물류 재작업 비

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라고 문제를 재 정의하 다. 

[Fig. 4] RCA(Root Cause Analysis) Analsis

STEP 3: 아이디어도출

RCA(Root Cause Analysis)를 통해 문제를 재정의 하

고 모순을 도출하여 40가지 발명원리를 용하여 아이디

어를 도출 하 다. 기술   모순은 <고객 배송 일 리>

를 하면 <재작업 비 >은 개선되나, < 매집 도>는 떨

어지게 되고 <고객 배송 일 리하지> 않으면 <재작업 

비 >은 떨어지나 < 매집 도>는 좋아진다고 정의 할 

수 있다. 즉, 물리  모순은 <고객 배송 일 리> 유/무

에 따라 <재작업 비 >과 < 매집 도>가 향을 받는

다고 정의 할 수 있다. 물리  모순을 정리 해보면 “재작

업 비 이 개선되려면 고객 배송 일을 리해야 하고, 

매집 도가 좋아 지려면 고객 배송 일을 리하지 말아

야 한다.”라고 정리 할 수 있다. 물리  모순을 통해 정의

된 이상  최종결과(IFR)는 고객 배송 일은 리 하면서 

동시에 리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정의 할 수 있다.  모순

의 정의를 바탕으로 40가지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

과 같은 아이디어를 도출하 다. 

 Idea 1. “재작업 비 에 한 Visibility 구축

         (19번_주기  조치 용)

 Idea 2. "고객 배송일 알림 시스템 구축

         (10번_사 조치, 25번_셀 서비스 용)

 Idea 3. “배송일 변경에 한 SMS 발송”

        (10번_사 조치,11번_사 방조치 용)

 Idea 4. “배송일 날 사 콜”

        (11번_사 방조치 용) 

 Idea 5. “ 매/배송일 리 업무 구분”

       (1번_분리, 6번_다기능 용)

 Idea 6. “소형제품 택배 배송”

        (15번_역동성 증가, 28번_ 체 용)

 Idea 7. “사  피킹 --> 출하 동시 피킹”

       (21번_ 속통과, 3번_부분품질 용) 

 Idea 8. 물류 CAPA 과 시 주문 통제

       (9번_사 반 조치, 39번_비활성화 용)

STEP 4 : 아이디어 평가/ 용

아이디어 도출을 통해 용 가능한 다섯 가지 

Idea(1~5번)를 실행하 다. Idea 1. “재작업 비 에 한 

Visibility 구축” 에 해서는 주 단  리를 통해 과다  

하게 발생한 에 해서는 직  사유보고를 하도록 하

여 심을 가지도록 하 다. Idea 2. "고객 배송일 알림 

시스템 구축“ 에 해서는 배송일 날 고객 ARS 송

을 통해 고객이 직  배송일 확인  변경 할 수 있도록 

사  조치하도록 용하 다.  Idea 3. “배송 일 변경에 

한 SMS 발송”에 한 용 방향은 고객 배송일이 생

산지연 등과 같은 사유로 변경이 되었을 경우 사 에 

매 사원에게 연락하여 배송 일을 변경 가능하도록 하

다. 사 에 배송 일을 변경하게 되면 물류에서는 복 상

차 행 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만큼 재작업 비 이 

어들게 된다. Idea 4. “배송일 날 사 콜”에 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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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차를 하기  물류에서 배송 일 날인 고객들에 

해 사  연락을 취함으로써 배송 일 변경되는 건들을 최

소화 할 수 있게 하 다.  Idea 5. “ 매/배송 일 리 업

무 구분”에 해서는 물류에서 사  배송일 리뿐만 아

니라 매 에서도 해당 제품을 매한 직원들이 사  

배송 일을 리함으로써 배송 일에 한 신뢰도와 정확

도를 높이게 하 다. 

STEP5 : 결과 분석

도출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무에 용하여 개선 

과 후의 비교를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었다. Data

는 내부 물류시스템을 통해 추출하여 매주 1회 리 하

며, 분석기 은 월 단  기 으로 분석을 진행 하 다. 배

차건수가 높아짐에 따라 물류재작업 비 도 높아지는지 

여부를 상 계 측면에서 유의 한지를 통계 로그램을 

통해 확인 해 보았다. 분석 결과 <Table 2>와 같이 배차 

황과 재작업 간의 상 계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2> Correlation
classifica

tion
Mean

Std. 

deviation

Inter-Construct 

Correlations

1 2

Allocation 268,542 21,492 1.00

Rework 54,481 14,806 .706
*

1.00

* Correlation Coefficient  0.05 significance level(2-tailed)

그리고 물류재작업 개선 /후 비교를 해 12년을 기

으로“11년 9∼12월”을 개선 으로, “12년 1∼4월”을 

개선 후로 구분하여 응 표본 t-test를 실시하여 개선 

과 후에 한 유의성을 확인 한 결과 <Table 3>과 같

이 보여 주고 있다. t값은 4.974로 3.182보다 크고, 유의 

확률은 0.016으로 0.05보다 작으므로 개선 과 개선 후

의 평균은 통계  유의 수  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물류 재작업이 개선이 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Table 3>Paired Samples T Test
classification Mean

Std. 

deviation
t value p value

Before Improvement

9～12M(2011)
24.42 2.88

4.974 .016
*

After Improvement

1～4M(2012)
16.82  .27

*.p<0.05

5. 결론

5.1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TRIZ 방법론  RCA(Root Cause 

Analysis)를 통해 모순을 정의하고 그 모순을 해결하는 

TRIZ의 원리를 물류개선사례에 용 하 다. 기술 분야

에만 용 되던 TRIZ를 물류라는 비기술 분야 문제 해결

에 용한 방법론을 보여주고자 하 다. 물류재작업이라

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해 모순을 찾아내어 40가지 

발명원리 용을 통해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이 TRIZ의 

기본원리이며 개념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TRIZ를 용

하여 아이디어 도출 결과만 보여주었으나, 본 논문은 도

출 된 아이디어가 용되어 개선에 향을 미쳤는지 여

부를 t-test를 통해 검증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한 

본 연구의 시사 은 문제에 TRIZ를 이용하여 비기술 분

야 문제해결을 한 가이드를 제시 하 고, TRIZ를 좀 

더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 다. 

5.2 한계 및 연구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이 있으며 향후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비즈니스 TRIZ 용 사

례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40 가지 발명원리에 

해 많은 비기술 분야 용 사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TRIZ를 통해 아이디어 도출 후 선정에 한 객

인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주 인 아

이디어 선정을 통해 진행 하 으나, 향후 연구에서 아이

디어 선정 평가 방법에 AHP 같은 객 인 평가 방법을 

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단된다.  셋째, TRIZ

와 다른 문제해결 방법들과의 통합된 해결기법들에 한 

연구를 통해 TRIZ에서 부족한 방법론을 KANO, QFD, 

AHP 같은 다른 문제해결 방법론을 통합해 보는 것도 향

후 연구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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