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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제품가족 디자인 과목을 사례로 하여 교과과정을 재구성하고 실제 교육을 실현한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산업공학에서 창의공학 설계 및 교육의 모형과 그 가능성을 을 제시하는 데 있

다. 수시로 변하는 고객요구와 모델의 다양화 및 기술의 변화는 제품의 맞춤 생산과 시장 및 고객에 

따른 차별화를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 플랫폼에 기초한 제품가족 개념을 이용한 대량 맞춤화 (Mass 

customization)의 적용이 아주 중요하다. 제품가족이란 공통의 특성, 구성품과 서브시스템을 공유하는 

상호 연관된 일련의 제품으로서 다양한 시장 분야를 충족시킨다. 제품가족의 모델링은 효과적인 제품

의 개발과 제품 플랫폼 및 공통 부품과 기능을 개발하는데 아주 중요한 분야이며 학생들의 창의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창의 설계의 관점에서 교

육하고, 실습을 통해서 학생들의 교육의 만족도 및 그 수업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변화된 공학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new framework for the creative engineering in the 

product family design coursework. The idea of product family design is a good solution to fulfill 

customer's requirements and to respond quickly for the technology change. Mass customization based on 

product family and product platform is a new paradigm with variety and customization through flexibility 

and quick respons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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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subjects of product family, product platform, product family map, platform 

leveraging strategy, morphological matrix and module based product family design were reviewed and 

presented. A new idea generation scheme utilizing SCAMPER method was combined with the 

morphological matrix approach. For the effective product family and platform design, creative efforts and 

approaches were utilized and implemented in the coursework process. This will help students to develop 

creative thinking and approaches in the engineering problem solving. 

 

주제어: 창의설계 공학, 제품가족, 량맞춤, 모듈러 디자인, 행태학  분석

Keywords: Creative Engineering, Product Family, Mass Customization, Modular Design, Morphological 

Matrix

Ⅰ. 서론 

창의설계는 앞으로 전개되는 정보 및 지식기반사회의 토대가 될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

리나라 중등교육의 교육과정 운영에 비추어 볼 때 공과대학에 진학하는 대학생들은 고등학교까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창의적 혁신적인 사고능력과 학습방법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 따라서 앞으로 공장이

나 회사 혹은 국공립 기관에 취직해서 근무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업무와 연계

해서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한 준비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현재의 대학교육과정에서조차 이러한 사

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과과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과대학 학생들에게 아이디어를 만

들고 창의력을 개발하고 이를 문서화하고 발전시키는 체계적인 방법론을 개발하여 학습시키는 것이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

구성주의적 교육과정이론(constructivism), 예를 들어 Bruner (1997)의 이론)에 따르면 학습이란 능

동적인 과정이며, 학습자가 그들의 과거/최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들을 구성한다

는 것이다. 학습자는 자신의 인지적 구조가 요구하는 대로 스스로 정보를 선택하고 변형하며 가설을 

설정하고 행동에 대한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주의적 교수-학습 전략의 기본적 가정을 바

탕으로 하여, 제품가족 디자인 과목에서 강의 중심이 아닌 실습과 프로젝트를 통해서 문제중심, 학생 

중심, 수요자 중심의 수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고객에 대한 빠른 대응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적기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품 플랫

폼에 기초한 대량맞춤 (Mass Customization: MC)이 절실히 요구된다. 생산방식이 대량생산 체제에서 

대량맞춤으로 바뀌고 있지마는 개별 고객의 취향에만 맞추는 완전 주문생산 방식은 현대의 생산라인이 

갖춰야 하는 제품군의 공통성 (commonality), 부품의 상호 이용가능성 (compatibility), 표준화 (stan-

dardization), 모듈화 (modularization) 등을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은 대량생산의 이

점을 유지하면서 소비자 고객의 취향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제품군에 대해서 가능하면 적은 변화를 통해

서 제품의 다양성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제품가족 (Product Family: PF), 제품 플랫폼 (Product Platform: PP), 모듈화를 이용

한 제품 플랫폼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Simpson, Maier and Mistress, 2001). 제품가족과 관련된 

주요용어 정의 (Glossary)는 아래와 같다.

• 제품가족 (PF): 공통의 특성, 구성품과 서브시스템을 공유하는 상호 연관된 일련의 제품으로서 다양

한 시장 분야를 만족한다. 

• 제품 플랫폼 (PP): 주어진 제품 가족 내에서 제품과 제품간에 일정한 값을 가지는 일련의 공통된 파

라메타, 특성이나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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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품가족의 필요성에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아래 [그림 1]과 같은 프레임웍에 따라서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창의성 훈련과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품가족 디자인의 배경과 관

련해서는 대량생산 패러다임이 종말을 고하게 되는 과정과 대량주문생산 시스템 출현과정을 고찰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품의 다양성 증가과정을 통하여 제품가족 개념의 필요성을 파악한다. MC의 패러다임

과 관련하여 시장분할 그리드, 플랫폼 레버러지 전략, 제품가족 플랫폼과 제품가족 지도, 매트릭스, 모

듈화 전략을 소개한다. 제품가족을 구현하는 도구와 방법으로서 우선 제품가족을 분해 지도를 작성하

며 기능을 분석한다. 또한 제품가족간에 공통성 지수를 산출하며, morphological matrix를 통하여 여

러 가지 대안을 발견하고 모듈화 디자인을 위한 방안을 발견한다. 제품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나서 창의설계 공학의 여러 방법 중에서 특히 아이디어 창출과 관련된 브레인스토밍 관련된 방법

을 이용하여 새로운 대안의 발견에 활용토록 한다. 

이러한 학습내용을 실제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구현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대상 제품을 조사하

여 구매하고 분해를 통해서 기능분석과 공통성 지수를 산출한다. 제품의 개선을 위해서 본 제품과 관

련된 The State of the Art를 조사하여 최신현황을 파악하고 제품가족 지도와 최신 특허 자료까지 조

사한다. 이러한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제품개선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브레인스토밍을 이용하여 개선

안을 도출한다. 이상의 분석 및 새로운 개선내용을 포스터 발표 형태로 작성하고 팀별로 최종 발표를 

하게 된다.   

[그림 1] 제품가족 디자인 과목의 주요 교과내용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고 이를 프로젝트 수행으로 구현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공학교육에서 창의설계 과목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 2장

에서 제품가족 디자인의 개념과 관련된 주요 교과과정을 소개하고 제 3장에서는 창의설계를 위한 행태

학적 분석과 프로젝트 수행내용 및 일부 포스터 자료를 소개하며 제 4장에서는 결론을 서술할 것이다. 

Ⅱ. 창의 설계를 위한 주요 교과과정

1. 제품 기능 분석

제품 기능분석은 제품가족을 디자인 하고 제품의 구성을 정의하는데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제품의 

기능은 그 환경에 작용하는 효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환경은 행위, 구조, 구조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입력이나 영향력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그 기능이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오작동을 방지하고 성능을 유

지해 나갈 수 있도록 기능이 작동하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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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모델은 제품과 관련된 물자/부품, 에너지, 신호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기능구

조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첫째, 제품의 전체 기능을 파악한다. 둘째, 전체 기능을 부 기능

으로 분해한다. 셋째, 단순화된 기능 구조도를 결정한다. 넷째, 각 기능과 관련된 자재, 에너지, 정보/신

호의 흐름을 식별한다. 다섯째, 기본적인 기능에 더하여 2차적 부가적인 기능과 흐름을 추가한다. 이러

한 절차에 따라서 나타낸 기능 구조도가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그림 2] 자재, 에 지, 신호를 이용한 기능구조도 

제품 기능분석을 실제 제품에 적용하는 사례를 위해서 휴대전화기의 예를 선택하였다. 이 제품은 많

은 유사 모델, 짧은 수명주기/개발 기간, 개발비용의 고가, 소비자 요구의 까다로움 등으로 MC의 특성

이 가장 잘 나타나는 제품중의 하나이다. 전반적인 기능은 통신으로 정의하고, 주 기능으로 수신, 송신

과 사진/비디오 촬영을 들 수 있으며, 부가기능으로 mp3, 디지털 방송수신 등을 들 수 있는데, 세부 

기능에 대한 관계가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그림 3] 휴 화기 구조도에 한 기능  블록 다이어그램 

(실선: 에 지, 진한 실선: 재료/물자 선: 신호/정보)

2. 제품가족 분해 (Product Family Dissection)

제품가족의 기능과 관계, 모듈화 가능성, 부품의 공통성들을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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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분해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동일한 제조기업의 제품가족에 대해서 분해를 하고 이로부터 부

품의 호환성이나 플랫폼, 공통성 지수의 산출이 가능하다. 다음 [그림 4]는 코닥 일회용 카메라 제품

가족과 방수 및 스포츠용 모델에 대한 분해도이며, [그림 5]는 소형 진공소제기 2개 모델과 분해도를 

보여주고 있다.

(a) 일회용 카메라 제품가족 (b) 방수  스포츠용 카메라 분해도

[그림 4] 코닥 일회용 카메라 제품가족  분해도

(a) HBC-100B 모델  제품분해 (b) DVC-10000 모델  제품분해도

[그림 5] 소형 진공소제기 제품 가족  분해

3. 제품가족 지도 (Product Family Map)

하나의 제품으로부터 제품가족으로 이행하게 되면 비용의 효율성, 기술적인 효과와 시장지배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HP사는 개인용 프린터인 잉크젯 프린터를 기본적인 컴포넌트 기술에서 출발하여 제조

기술과 결합함으로써 일련의 제품가족을 개발하고 시장을 주도하여 오고 있다. HP의 DeskJet 시리즈

의 플랫폼을 보면, 당초 DeskJet 500 흑백 프린터에서 시작하여 칼라용 500C계열로 확장하고, 여기에

서 보다 선명한 흑백과 개선된 칼라를 제공하는 “600” 시리즈로 발전시켜서 2세대를 도입하고, 새로

운 영역인 소규모 기업과 가정용 사무실을 위한 “800” 시리즈의 신규 플랫폼을 도입함으로써 3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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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제품 플랫폼의 확장 및 신규 플랫폼의 전개과정이 [그림 6]에 나타나 있다. 

[그림 6] 제품 랫폼의 진화를 보여주는 제품 가족 지도

4. 제품플랫폼 레버러지 전략 (Product Platform Leveraging Strategy)

제품가족을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 전략을 위해서 시장을 그리드로 분할해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전

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시장분할 그리드는 상품의 원가와 성능이 수직에 위치하고 시장의 분할이 

수평에 위치하는 모양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HP의 프린터의 경우 PC 사용자, 포터블 노트북, 홈 오

피스나 소규모 기업가로 시장 그리드를 분할 해 볼 수 있으며, 저가의 잉크젯 프린터, 고속 칼라 잉크

젯, 레이저 프리터로 가격과 성능을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 분할에 따른 제품 플랫폼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Meyer and Lehnerd, 1997). 이는 틈새시장 중심의 플랫폼, 수

평적 연결 전략, 수직적 확장전략, 교두보 확산 전략의 4가지로서 [그림 7]에 나타나 있다. 

[그림 7] 시장 분할에 따른 랫폼 략 (자료: Meyer and Lehnerd,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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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레트 면도기의 Sensor, Sensor-Excel, Mach3 으로 발전된 제품 플랫폼을 보면 남성용과 여성용

간에 손잡이의 모양 색깔, 디자인은 완전히 다르지만 면도날의 카트리지는 동일하다. 따라서 질레트사

는 카트리지를 핵심적인 레버리지의 중심으로 해서 성능을 개선하고 공통의 자동화된 제조 공정을 통

해서 원가를 줄일 수 있는데 [그림 8]에 질레트 면도기의 플랫폼 연결 확장 전략이 나타나 있다. 수평

적 연결방법에도 문제가 있는데 만약 제품 플랫폼이나 핵심 구성품에 결함이 있으면 연관된 제품 가족

들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제품군을 각기 다른 조직이 담당하게 되면 플랫폼의 개선을 주도할 

부서가 애매해 질 수 도 있다. 

[그림 8] 질 트 면도기의 랫폼 연결 확장 략

5. 제품가족 공통성 지수

제품가족을 위한 플랫폼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복잡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해서 부가가치

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디자인 및 제조상의 변화의 요인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성품의 표

준화를 통해서 개발비용/시간, 치 공구 비용, 생산준비 비용과 행정 관련 소요를 줄일 수 있다. 새로운 

제품 가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팀은 하나의 기능이 전체 제품 가족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는 지

를 연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 팀은 각각의 여러 컴포넌트에 대해서 크기 모양, 모델간의 자재의 

차이, 구성품이 만들어 지는 제조 과정, 조립을 위한 치 공구, 메커니즘, 역학 (전기-기계적, 기체, 유

압), 센서 (종류, 광학, 압력) 등의 기능을 평가해야 한다. 

제조기업은 생산 원가를 최대한 낮추면서 다양한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필요로 한

다. 이를 위해서 위한 제품 가족간의 플랫폼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구성부품의 공통성 

(Commonality) 지수이다. 공통성 구현에 따른 장점은 비용감소와 이미 다른 제품에서 적용된 부품을 

사용함으로 인한 개발단계에서의 소요기간과 위험의 감소를 들 수 있다. 또한 부품수가 줄어들므로 재

고와 물류비용이 감소한다. 생산 설비의 감소, 치공구 준비 및 설치비용이 감소하고, 표준화와 반복성

의 증가로 프로세싱 시간과 생산성을 증대하고 비용을 감소한다. 또한 시험평가를 위해서도 적은 부품

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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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성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제품가족내의 높은 공통성은 고객들이 모델간에 구별이 힘들 수 있다. 

공통성은 제품의 혁신과 창의성을 제한할 수도 있다. 

공통성 지수와 관련된 연구 중에서 Kota, Sethuraman and Miller (2000)가 제안한 제품라인의 공

통성 지수 (PCI: Product line Commonality Index)를 기초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PCI에서는 공통성을 평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한다. 

서로 다른 컴포넌트의 형태의 수

컴포넌트의 크기/모양과 같은 기하학적 특성

컴포넌트들에 사용되는 자재

생산을 위한 제조 프로세스

부품 조립 및 결합의 방법

이상의 요소에 기초하여 제품라인의 공통성 지수 (PCI)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   ------------------- (1)

where, CCIi 컴포넌트 i 의 Component Commonality Index (CCI), = nixf1ixf2ixf3i  

maxCCIi = 컴포넌트 i = N 일때 가능한 CCI 의 최대치 

minCCIi = 컴포넌트 i = 

×





×




×












 일때 가능한 CCI 의 최소치 

P = 여러 모델간에 표준화가 가능한 차별화가 필요없는 컴포넌트 수

N = 제품가족 내에서의 제품의 수

ni = 제품가족 내에서 컴포넌트 i 를 가지는 제품의 수

f1i = 컴포넌트 i 의 크기 모양 인자

f2i = 컴포넌트 i 의 원자재 및 제조 프로세스 인자

f3i = 컴포넌트 i 의 조립 및 조이는 방법 (fastening scheme) 인자

PCI 계산공식 (1)의 CCIi, MaxCCIi, MinCCIi 변수대신에 해당하는 값으로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PCI 공식을 얻게 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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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여기서 f1i, f2i, f3i 는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하고, PCI는 0 에서 100사이의 퍼센트 값으로 표시된다. 

PCI 값이 0이면 제품가족의 여러 모델간에 공통의 구성품이 없음을 의미하며, 만약 공통으로 같이 사

용된다면 그들의 크기/모양, 자재/제조 프로세스, 조립 프로세스가 전부 다름을 의미한다. 만약 PCI 값

이 100이면 공통의 부품이 여러 모델간에 전부 공유되고 크기/모양, 자재/제조 프로세스 및 조립 공정

과 조이는 방법도 완전히 동일함을 나타낸다. 

코닥 일회용 카메라 4가지 모델에 대하여 제품라인에 대한 공통성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분해한 

제품 구성품의 내역 및 부품간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형식이 <표 1>에 나타나 있다. 이 표에 나타난 값

으로부터 앞의 공식 (2)를 이용해서 공통성 지수를 구하면 49.8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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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코닥 일회용 카메라 4개 모델에 한 공통성 지수 산출 

Parts Max Outdoor Max Flash Funsaver Flash Max Water ni 1/ni^2 *1)f1 f2 f3 ni*f1*f2*f3

*2)a b a b a b a b

Back Housing 2 0 3 1 1 1 4 1 4 0.0625 0.25 1 1 1

Battery 1 1 1 1 1 0 2 0.25 1 1 1 2

front housing 2 1 3 1 1 1 4 1 4 0.0625 0.25 1 1 1

wiew finder 1 1 2 1 1 1 3 1 4 0.0625 0.5 1 0.5 1

wheel retainer 1 1 2 1 1 1 2 1 4 0.0625 0.5 1 0.5 1

counter wheel 1 1 2 1 1 1 2 1 4 0.0625 0.5 1 1 2

flim advance wheel 1 1 2 1 1 1 3 1 4 0.0625 0.5 1 0.75 1.5

metering lever 1 1 1 1 1 1 1 1 4 0.0625 1 1 1 4

cog wheel 1 1 1 1 1 1 1 1 4 0.0625 1 1 1 4

cam 1 1 1 1 1 1 1 1 4 0.0625 1 1 1 4

high energy lever 1 1 1 1 1 1 1 1 4 0.0625 1 1 1 4

spring(coil) 1 1 1 1 1 1 1 1 4 0.0625 1 1 1 4

lens retainer(big) 1 1 2 1 1 1 2 1 4 0.0625 0.5 1 0.5 1

lens retainer 1 1 2 1 1 1 2 1 4 0.0625 0.5 1 0.5 1

shutter holder 1 1 0 1 1 0 2 0.25 1 1 1 2

small spring 1 1 1 1 1 1 1 1 4 0.0625 1 1 1 4

shutter 0 1 1 0 2 1 2 0.25 0.5 0.5 0.5 0.25

flash lens 0 2 1 1 1 0 2 0.25 0.5 1 0.5 0.5

metal clip 1 1 1 1 1 1 1 1 4 0.0625 0.51 1 1 4

flash module 0 2 1 1 1 0 2 0.25 0.5 0.5 0.5 0.25

frame 2 1 3 1 1 1 3 1 4 0.0625 0.5 1 1 2

baffle 1 1 2 1 1 1 2 1 4 0.0625 0.5 1 1 2

lens 1 1 2 1 1 1 2 1 4 0.0625 0.5 1 1 2

front label 0 1 1 0 0 1 1 1 1 1 1

*1) f1: size and geometry, f2: material and manufacturing, f3: fastening and assembly

*2) 어떤 부품이 4개의 모델중에 없으면 a열이 값을 안 가지고 이 때는 b열이 0의 값을 가짐. 해당 부품이 4개의 모델에 존

재하면 a열이 값을 가지는데, 이 때 부품끼리 서로 같은가에 따라서 1,2,3,4의 값을 가지며 이때 b열은 무조건 1의 값을 

가짐. 만약 4개의 모델에서 동일한 부품이 쓰이면 a는 전부 1의 값을 가지고, 2개는 동일하고 2개는 서로 다르면 두개는 

1, 나머지 2개는 2의 값을 가지고, 4개의 부품이 전부 다르면 1,2,3,4 의 값이 됨.

6. 모듈러 디자인

모듈러 구성은 통합적 구성과 구별된다. 모듈러 구성은 기능 구조상의 기능 요소로부터 제품의 물리

적인 구성요소로 일대일 매핑이 행해지고 컴포넌트 간에는 상호 인터페이스가 단절되어 있으나 통합적

인 구성에서는 다대다의 매핑이 가능하고 컴포넌트 간에는 상호 인터페이스가 연결되어 있다. 다음 

[그림 9]는 트레일러에 대한 통합적인 디자인과 모듈러 디자인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Ulrich and Eppinger (2000)에 의하면 모듈러 구성에는 슬롯, 버스 및 섹션의 3가지가 있는데 이들 

간의 차이는 컴포넌트가 어떻게 인터페이스 되고 조직되어 지는가에 달려 있다. 슬롯 구성에서는 컴포

넌트간의 인터페이스가 다른 것과 차이가 나서 제품의 여러 컴포넌트가 상호 교환이 되지 않는다. 자

동차 라디오가 슬롯의 예이다. 버스 구성에서는 다른 물리적인 컴포넌트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 조립이 되는데 PC의 확장 카드가 이 예에 해당한다. 섹션구성은 모든 인터페이스가 동일 형태이고, 

하나의 컴포넌트에 다른 모든 컴포넌트가 결합하는 형태를 띄지 않는데, 파이핑 시스템, 섹션 소파, 사

무실 구획, 컴퓨터 구성이 여기에 속한다. 아래 [그림 10]은 트레일러와 책상을 4가지 모듈러 구성 방

법에 따라서 디자인한 예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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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트 일러 디자인에 있어서 통합  디자인과 모듈러 디자인의 차이 (Ulrich, 1995)

[그림 10] 모듈러 구성 형태에 따른 제품 디자인 차이 (자료: Ulrich, 1995)

Ⅲ. 제품가족의 창의설계 프로젝트

제품가족과 플랫폼을 개발하고 실제 상품을 대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창의공학에서 제공하는 아

이디어 창출 및 대안평가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행태학적 분석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모듈을 구성하고 새로운 제품가족에 대한 여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1. 행태학적 분석 (Morphological Matrix)

모듈러 디자인을 위한 모듈을 찾는 방법으로 행태학적 분석방법을 활용 할 수 있다. 행태학적 분석

법은 우주공학자 프린츠 즈위키가 개발한 것으로 인간이 문제해결에 있어서 사전에 불가능하거나 선입

견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에 착안하였다. 그는 “어떤 일이 명확히 불가능하다고 증명되지 않

는 한 불가능 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어떤 대상에 대한 개선 방법을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하고자 한다. 매트릭스에서 각 행은 대상 제품의 기능이나 속성을 나열하게 되고 열은 여

러 대안을 기술할 수 있다. 대안을 찾는 하나의 방안으로 SCAMPER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SCAMPER방법은 광고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Alex Osborn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서 제안

한 방법이다. 여기서는 아이디어 산출을 위해 사고의 출발점 혹은 문제해결의 착안점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따라 다각적인 사고를 전개함으로써 아이디어를 효율적으로 얻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래 

<표 2>에 구체적인 설명과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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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학적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방법을 택할 수 있다. 

① 개선할 대상을 선정한다. 

② 매트릭스의 항목을 결정한다. 행은 주로 관심 제품이나 개선할 대상의 기능이나 속성을 추출하여 

기재하고, 열은 각종 대안을 나열 할 수 있는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SCAMPER를 이용하여 아이디

어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 

③ 매트릭스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를 찾아서 적는다.

④ 결과를 상호 토론하고 이를 보완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형태학적 분석을 할 수 있는 매트릭스의 행태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SCAMPER 방법 설명

약자 의미 예

S (Substitute) 대체 다른 재료, 요소, 원동력, 프로세스
폐타이어를 이용한 신발떨이 깔개, 연

탄재로 만든 벽돌, 종이컵

C (Combine) 결합
혼합, 조립, 작동, 단위, 방법, 아이디

어 등의 결합

지우개 달린 연필, 필터 담배, 시계겸용 

라디오, 보온겸용 밥솥, 스위스 군용칼

A (Adapt) 적용
다른 용도, 과거의 적용, 다른 아이디

어 도용

엉겅퀴를 본뜬 벨크로/찍찍이, 철조망

의 장미덩쿨

M (Modify, Magnify) 

변형, 확대

뜻, 색깔, 동작, 모양 등을 변형, 더할 

수 있는 요소는? 더 크게, 높게 강하

게, 두껍게, 과장

실패한 접착제를 활용한 post-it, 물

에 뜨는 비누 (비누에 공기 주입)

P (Put to other use) 

타 용도
원래의 용도를 바꾸기

계란판으로 만든 방음재, 쓰레기를 이

용한 건설재료, 페타이어 -발전소 원

료사용

E (Eliminate, Minify) 

최소화

취소, 분리, 가볍게,  짧게, 여러 개로 

나누기
트랜지스터, 노트북 PC

R (Reverse, Rearrange) 

역방향
방향을 바꾸기, 거꾸로, 용도의 교환 전기모터와 발전기

* 자료: 박강 외, “창의공학,” 인터비젼, 2005. 

<표 3> 행태학  분석을 한 매트릭스 

S C A M P E R
 크기 (Size)
 높이 (Height)
 무게 (Weight)
 체적 (Volume)
 ……

2. 프로젝트 수행결과

이상에서 요약하여 기술한 프레임웍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프로젝트팀은 3명 정도의 그

룹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각 팀에서는 관심있는 제품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선정된 제품은 토스터기, 

휴대전화기, 진공 소제기, 커피 메이커, 일회용 카메라 등 제품가족의 개념에 적합하고, 고객의 요구가 

다양하며 수명주기도 비교적 짧아서 고객에 대한 빠른 대응과 유연한 제품개발이 요구되는 제품을 대

상으로 하여 팀별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김태운, 양성민, 김희복(Taioun Kim, Seongmin Yang, Heebok Kim)

공학교육연구60

선정된 제품은 5개 정도 제품가족을 구매하고 분해를 통한 기능분석과 제품 기능도 작성 및 각종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 제품에 대한 분석을 기본으로 하여 추후에 개발이 예상되는 기능을 예상하고 

이와 관련된 특허자료를 조사하여 최신 기술현황을 조사하고 새로운 모델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팀별로 포스터를 작성하고 발표를 하도록 하고, 레포트는 개인별로 작성하게 함으로써 

프로젝트를 통한 팀웍과 개인별 학습의 성과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포스터 발표 내용중 토스터 

과제에 대한 내용이 [그림 11]에 나타나 있다.

[그림 11] 토스터기의 제품가족 디자인 로젝트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창의설계 공학을 다른 교과목을 통하여 어떻게 구현해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제품가족 다자인이라는 교과목을 통해서 많은 실습과 실험을 통해서 직접 내용을 체득하

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며 이를 대상 제품의 개선에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학습하였다. 실제로 창

의공학의 내용은 공학도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정의하며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창

출하고 이를 분석하고 선택하여 해당 문제 해결에 적용해 가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그러나 본 과

목에서는 기본적으로 제품가족 디자인의 내용에 따라서 실습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되 문제 발견 및 정

의,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 평가 등 창의공학의 내용과 관련되는 부분이 필요할 때에는 이들 내용을 

소개하고 직접 문제해결에 적용해 보개 하였다. 

본 과목을 통해서 느낀점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보다 더 흥미를 가지고 학습에 임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이론 위주의 교육이 아닌 철저히 스스로 참여하여 실습하고 문제를 찾아 분석하고 브레인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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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을 이용하여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창의성을 개발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실질적인 

방법을 체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향후 연구 분야로는 창의설계의 방법론인 TRIZ 같은 실질적인 기법을 연구하여 본 교과목과 연계하

여 적용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교과목에 도입하여 평가해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TRIZ에 

대한 소개를 한 달 정도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실제 제품가족의 개선에 적용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소

개하고 이를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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