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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w product development and product realization process (PRP) is a circulating and feedback process by 
generating ideas through creative problem solving process. The early stages of PRP correspond to 
conceptual design and product development, in which a large portion of product life cycle cost can be saved. 
The optimal design method for this stage is a robust design suggested by Taguchi. Quality must be 
‘engineered in’ since it can not be ‘inspected out.’ A robust design is an engineering methodology to 
improve the quality of a product by minimizing the efforts of variations without eliminating the caus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scheme and a case study of robust design for exploring design 
parameters, and introduce a creative problem solving process. Major research subjects include a creative 
problem solving process, robust design procedure and their implementation. For the experiment of Taguchi 
method, a toy catapult is adopted. For the creativity development, a short project is assigned to devise a 
similar tool with the toy catapult. A reference model is suggested to compare and evaluate their ideas. 
Keywords: Robust design, Taguchi method, Creative problem solving, Product realization process

Ⅰ. 서론 

창의적인 문제해결 과정은 우선 주어진 문제를 이

해하여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생성하며 생성된 아이

디어에 근거한 대안을 작성하고 최적 대안을 선택하

여 대상문제에 적용을 시도하는 반복적인 순환과정

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창

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의 배양을 위해서 공학인증 프

로그램을 진행중이며, 공학인증 프로그램의 효과적

인 운영을 위해서 순환적 자율개선의 공학교육 모델

이 제시되고 있다 (유인근, 2007). 창의적 설계교육

을 위해서는 창의 설계, CAD 및 디자인, 창의적 제

품개발, 캡스톤 디자인 등의 과목을 통해서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을 교육하고 있다(한병기, 지해성, 2006).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정의 및 이해

단계에서 우선 팀을 정하고 문제 주제를 선택하며, 

관련 최신의 정보와 소비자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

고, 획득된 정보를 QFD (Quality Function Deploy-

ment), 파레토 분석, 생선뼈 도표 등을 이용하여 분

석하고 마지막으로 문제 정의문을 작성해야 한다 

(창의공학 연구회, 2001).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서

는 브레인스토밍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

며, 행태학적 분석 (Morphological analysis)이나 

SCAMPER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박강 외, 2005). 

대안평가를 위해서는 많은 계량적인 방법론을 활용

할 수 있으나 간단히 가중치 분석이나 계층분석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공학설계는 이러한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공학설계

는 여러 관련분야간의 연계된 과정이고, 창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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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필요로 하며, 상호작용적 활동이고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공학설계과정은 개념설계와 제

품설계의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념설계단계에

서는 고객요구를 수집하고, 기능을 분석하여 이로부

터 개념을 형성하고, 아이디어 창출 및 분석평가를 

통해서 관련 모듈을 생성하고 대안을 수립해서 기초

설계를 완성하게 된다. 제품설계단계에서는 실현가

능 모듈을 분할하고 구체적인 설계를 실시하며 이를 

기초로 시제품을 생산하고 조립공정도를 작성하고 

생산을 위한 관련 문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러한 개

념설계와 제품설계를 거쳐서 제품생산 납품 사용 폐

기 회수의 제품수명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전

체 과정을 제품실현화 과정 (PRP: Product Reali-

zation Process)으로 칭하며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

은 이러한 PRP와 관련된 과정중에서 특정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림 1]은 PRP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강건설계(Robust design)는 다구치 (Taguchi, 

1993)에 의해서 제안된 방법으로 제품의 품질은 검

사를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

과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향상이 가능하다는 개념이

다. 이를 위해서 품질손실함수의 개념을 도입하고, 

품질경영의 개념을 획기적으로 인식시키는데 기여하

였다. 품질손실이란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된 순간부

터 사회에 미치는 손실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종

전의 품질검사 개념에서는 검사에 합격한 제품은 동

일한 품질함수를 가지나 다구치는 이차손실함수를 

이용해서 목표 성능으로부터 조금만 벗어나도 품질

[그림 1] 제품실 화 과정(PRP)

[Fig. 1] Product realization process (PRP)

의 손실이 사회에 미치는 비용의 개념으로 정의하였

다. 따라서 제품의 품질은 검사를 통해서 향상되는 

게 아니고 공학적 디자인을 통해서만이 향상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의적 접근방식에 의한 공

학설계를 통해서 품질경영을 실시하고 신제품 개발

을 도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강건설계 방법을 이용하여 창의

성 개발을 위한 교과실습과정을 제안하고, 실제로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를 실습해 보고자 하였

다. 실습대상으로는 투석기 모형을 선정하였으며, 우

선 모델 투석기를 이용해서 강건설계 과정을 학습하

고, 다음 프로젝트로 투석기의 기능을 행할 수 있는 

장비를 창의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고안하게 하고, 

이를 상호 비교하게 한 다음 하나의 레퍼런스 모델

과 비교 평가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II 장에서는 

강건설계의 개념과 품질손실함수를 소개하고, III장

에서는 강건설계에 의한 파라미터 디자인 절차를 제

시한다. IV장에서는 투석기를 이용한 강건설계 사례

를 소개한다. V장에서는 창의성 개발실습을 위해서 

투석기 모형개발에 대한 창의적 설계를 실습하고 하

나의 참조모형과 비교평가를 실시한다. VI장에서는 

결론과 추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Ⅱ. 강건설계와 창의  문제해결

강건설계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자

체를 제거하지는 않고 변화에 의한 효과를 최소화함

으로써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현장에서 변화요인은 항상 존재하므로 이를 있

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기 때문

이다. 강건설계는 제품 및 공정의 설계과정에 도입

되어서 제품의 특성과 품질이 환경조건이나 구성품

의 변화에 둔감하게 (insensitive) 함으로써 제품의 

제조가능성과 신뢰도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강건설계 창시자인 다구치가 주장한 일명 다구치

방법의 기본전략은 다음과 같다 (염봉진 외, 2002).

품질관리 활동은 제품설계, 늦어도 공정설계 단계

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관리나 검사단계에서는 제품의 고유품질 수준

의 향상이 불가능하다.

제품의 성능특성은 잡음의 영향으로 목표치 또는 

이상치로부터 산포하며, 이러한 산포를 손실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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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동차의 성능특성과 산포의 원인

<Table 1> Characteristics and causes of distribution

성능특성 목표치 또는 이상치 산포의 원인
리터당 주행거리(망대특성: Larger is better) 이상적으로 가능한 최대치 잡음 (noise)

- 부품의 노후화 (내란)
- 사용환경 (외란)
- 생산환경 (불완전 제조)

배기가스 중 일산화탄소 함유량(망소특성: Smaller 
is better) 0
엔진점화용 정격전압(망목특성: Nominal is best) 목표치 (예: 20KV)

(a) 통 인 이원  손실함수 (b) 성능특성과 이차손실함수

[그림 3] 통 인 방법과 성능특성에 의한 이차손실함수 비교

[Fig. 3] Traditional loss function and quadratic loss function

으로 정형화 함으로써 품질문제를 객관적 공학적 문

제로 다룰 수 있다.

높은 품질의 제품은 손실이 작은 제품이며, 손실

은 성능의 산포로 야기되므로 성능특성치가 잡음에 

둔감하도록 (즉 잡음 하에서도 성능변동이 적도록) 

제품이나 공정을 설계해야 한다. 

Robust의 의미는 강건 (强健), 둔감 (鈍感), 건실 

(堅實), 튼튼, 덜 민감 (敏感) 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구치 방법의 적용을 위한 전형적인 예로서 [그

[그림 2] 소니 TV의 색상 도 분포: 불량률과 품질

계를 나타내는 소니-미국과 일본 생산제품

[Fig. 2] Color density distribution of Sony 

TV: Sony-USA and Sony-Japan representing 

Defects and Quality (Source: Phadke, 1989)

림 2]의 소니 TV 화면의 칼라 품질함수를 들 수 있

다.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과 미국생산 제품의 품질

의 평균치는 동일하며, 그림에서 A, B, C 영역까지

가 품질의 합격범위라고 가정할 때 두 제품 모두 합

격되는 비율은 동일하나 목표품질에 가장 가까운 A 

영역에 속하는 제품은 일본생산 제품이 훨씬 많다. 

그러나 이전의 합격선을 기준으로 합격 불합격 숫자

만으로 제품의 품질을 구분하게 되면 그림에서 나타

나는 두 제품의 품질의 차이를 식별할 수가 없다. 

품질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다양하

게 정의되고 있다. Juran (1988)은 품질을 사용하기

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장을 강

조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정량화하기 어

려운 점이 있다. Crosby (1979)는 품질을 도면에 

표시된 규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불량

률 등으로 품질을 정량화 할 수 있게 하였으나, 소비

자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규격에 맞더라도 

동일한 적합도를 갖는다고는 할 수 없으며, 품질에 

대한 안이한 자세를 유발할 수가 있다. 다구치 

(Taguchi, 1993)는 품질을 제품이 출하되어 사용되

어질 때 야기되는 사회적 손실로 정의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관점 (값어치 또는 바람직스러운 것)과 차

이를 가지며, 품질을 값어치와 관련지어 생각함으로

써 개개인의 효용성을 고려하게 되어 마케팅이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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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품 실 화과정 (PRP) 동안의 제품 비용 요소 분석

[Fig. 4] Product cost analysis during PRP 

품기획에 적합한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공학적 

관점에서의 품질 (engineered quality)에는 다소 부 

적합한 면이 있다.

손실의 원인은 성능특성의 목표치 또는 이상치로

부터의 산포를 나타낸다. 자동차의 성능특성의 예를 

살펴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강건설계 방법에서는 품질손실을 ‘제품이 선적된 

순간부터 사회에 끼친 손실’로 정의하였으며, 아무리 

많은 검사를 하더라도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품질이란 검사를 통해서 

(inspected out) 향상되는 게 아니라 공학적인 접근

으로 (engineered in) 향상될 수 있다고 보았다 

(Fowlkes and Creveling, 1995).

다구치는 품질손실 함수와 관련하여 기존의 전통

적인 손실함수 ([그림 3] (a))와 그가 주장한 2차 함

수에 의한 손실함수 ([그림 3] (b))를 비교하여 제시

하고 있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전통적인 이원적인 

함수에서는 합격점 이내에 들어가면 손실의 값이 0

으로 전부 동일하나, 이차손실함수에서는 품질이 목

표점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합격점 이내에서

도 어떤 손실함수의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사회

에 대하여 손실을 끼치는 값으로 작용하게 된다.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환경에서 성공하는 기

업을 살펴보면 디자인 부분에서 우수한 브랜드 가치

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디자인이

라고 할 때 단순히 제품의 외형에 대한 디자인만을 

의미하지 않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설계를 거쳐서 생

산 납품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있어서 품질경영이 철

저히 수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롤스 로이스사는 PRP과정에서 설계가 진행되는 

동안 개념설계와 제품설계를 포함하는 2000장의 도

면을 분석하여 관련 비용을 분석하였다 (서영성 외, 

1998). 이 연구결과 제품의 개발과정에 있어서 개념

설계 및 제품개발의 초기단계는 실제 제품의 수명주

기 비용의 일부가 소요되지만 비용을 결정하는 요인

은 대부분 이러한 설계단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제품생산에 따른 누적비용은 생산 제조 단계에서 대

부분 발생하지만 비용결정은 이미 생산 이전 단계에

서 행해진다. 따라서 PRP 과정에서 제품의 비용 절

감 가능성은 생산 제조 단계에 이르면 현저히 줄어

들고 대부분의 요소는 개념설계 및 제품개발단계에

서 이미 결정되게 된다. [그림 4]는 이러한 과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개념설계 상세설계를 거치는 동안에 제

품 비용의 상당부분이 결정되므로 이 단계에서 최적

의 디자인 요소 결정이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 행해

지는 주요 활동은 고객의 요구분석으로부터 시작하

여 제품 기능을 추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디자

인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된 활동

은 곧 강건설계에서 행해지는 파라미터 디자인과 직

결되는 활동이다. 

다구치가 제안한 강건설계 단계는 다음 [그림 5]

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품질공학 개념에 

의하여 실험계획법을 이용한 최적화 방법에 기초하

여 제품과 공정을 디자인 하고 이를 기초로 1단계인 

시스템 디자인을 수행한다. 2단계는 파라미터 디자

인 단계로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선정한다. 3단계는 

공차 다자인인데 이 단계는 실제 조립에서 아주 중

요하지만 기술적인 과정이라 분석과정에서는 많이 

간과되기도 한다. 각 단계에서 행해지는 내용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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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잡음의 종류  냉장고 자동차 디자인에서의 사례

<Table 2> Types of noises and cases in refrigerator and automobile design

잡음종류 설명 냉장고 사례 자동차 사례
외란 

(outer noise)
사용조건이 요구된 상태를 유지하고 목하고 변
화함으로써 발생하는 변동요인(예: 소지자의 사
용조건, 저온, 고온, 온도변화, 쇼크, 진동 등)

문의 개폐횟수, 음식물의 
양과 구성, 주변 대기온
도, 공급전압 변동

운전 노면 상태 (wet, 
dry), 포장 상태 (asphalt, 
concrete), 승객수

내란 (노후화)
(inner noise)

오랜 사용으로 인한 내부 부품의 값이 정격치를 
벗어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변동요인 (예: 부
품의 노후화, 산화, 부식, 저항치 증가, 등) 

냉각제의 유출, 콤프레셔 
부품의 마모

브레이크 패드오 드럼 
마모, 브레이크액 누수

불완전 제조 제조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동요인 
(예: 작업자간에 차이, 기계간의 변동, 공정변수)

문 closure 빡빡한 정도, 
냉각제의 양

브레이크액 양, 브레이
크 마찰계수

[그림 5] 강건설계 단계

[Fig. 5] Stages of robust design 

음과 같다.

1단계인 시스템 디자인 단계는 제품의 개념설계와 

전체적인 종합을 하는 단계로서 기술혁신과 창의적

인 접근이 요구되는 단계이다. 전문지식과 기술, 경

험을 이용하여 주어진 목적 기능을 가지는 제품의 

원형 (prototype) 을 개발하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설계변수의 최적화는 시도되지 않는다.

2단계인 파라미터 디자인 과정은 다구치 방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므로 다음 장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자 한다.

3단계인 공차 디자인 단계에서 행해지는 주요 과

정은 다음과 같다. 파라미터 설계에 의해서 설계변

수의 최적 조건을 구하였으나 성능특성의 산포가 아

직 만족할 만한 상태가 안 되었을 때 수행한다. 이 

단계는 실험에 의존하게 되며, 목적은 성능특성치의 

산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수를 선택하여 그 

공차를 줄여줌으로써 성능특성치의 산포를 바람직한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공차를 줄이는 

데에는 비용이 소요되므로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하

게 된다. 

Ⅲ. 강건설계에 의한 라미터 디자인 

이 단계는 설계와 관련된 중요 파라미터를 정의하

고 관리하는 단계로서 실제로 다구치 방법의 핵심적

인 단계이며 다음의 세부 과정을 거친다.

Step 1. 요인을 식별하고 관심영역을 결정한다.

가. 컨트롤 요인 (control factors)

설계나 제조과정에서 설계자나 관리자가 조종이 

가능한 요인들로서 중요한 설계변수가 여기에 해당

한다.

나. 잡음 요인 (noise factors)

설계나 제조과정에서 설계자나 관리자가 조종하기 

곤란한 요인들로서 요인을 감소시키기에 비용이 너

무 많이 소요되거나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

다. 잡음의 종류는 외란, 내란, 불완전 제조가 있으

며 각각의 구분과 중요한 예를 <표 2>에 요약해 놓

았다.

다. 종속 변수 (response factors)

종속변수는 설계에서 성취하고자 목표로 하는 설

계변수로서 목적함수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어떤 

제품 설계를 통해서 비용이 목적이면 최소화하는 것

이며, 어떤 성능요소가 설계목표이면 성능을 최대로 

하거나 혹은 특정한 목표값에 가장 근사하게 하는 

게 목표가 될 수 있다. 

Step 2. 실험계획법 (Experimental design)

실제 설계문제에 있어서 설계변수의 수가 매우 많

은 경우가 흔하고, 설계변수들과 성능특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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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직교좌표 표 (L4 (2
3
) OA, L8 (2

7
) OA, L9 (3

4
) OA)

<Table 3> Orthogonal array (L4 (2
3
) OA, L8 (2

7
) OA, L9 (3

4
) OA)

횟수 1 2 3
1 1 1 1
2 1 2 2
3 2 1 2
4 2 2 1

횟수 1 2 3 4 5 6 7
1 1 1 1 1 1 1 1
2 1 1 1 2 2 2 2
3 1 2 2 1 1 2 2
4 1 2 2 2 2 1 1
5 2 1 2 1 2 1 2
6 2 1 2 2 1 2 1
7 2 2 1 1 2 2 1
8 2 2 1 2 1 1 1

횟수 1 2 3 4
1 1 1 1 1
2 1 2 2 2
3 1 3 3 3
4 2 1 2 3
5 2 2 3 1
6 2 3 1 2
7 3 1 3 2
8 3 2 1 3
9 3 3 2 1

L4 (23) OA L8 (27) OA L9 (34) OA

<표 4> 설계목 에 따른 신호  잡음비 

<Table 4> Signal to noise ratio based on design goal

종류 이상치 SN비
망대 (larger is better) ∞   

 











망소 (Smaller is better) 0 혹은 -∞   
 







망목 (Nominal is best) m (non zero 특정값)   
 











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도 많으며, 따라서 실험

적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효율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실험적 방법을 통하면 설계변수들의 여러 조합에

서 성능특성이 잡음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관찰

하여 분석함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설계변수 값을 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험적 연구의 경제성, 통계적 

효율성, 연구결과의 재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

한 실험계획과 잡음인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험계획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직교배열법은 아

래와 같다.

직교배열법 (Orthogonal Array: OA)

실험설계에 사용

모든 관심있는 수준 (level)에 대하여 각각의 컨트

롤 요인 (control factor)의 모든 조합을 가능한 

감소시키기 위해서 적용

실험계획법 책에 도표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사용자 요구에 적합한 표를 선정

컨트롤 요인에 대하여 하나의 OA가 필요하고, 잡

음요인에 대하여 하나의 OA가 요구됨.

다음 <표 3>은 직교좌표 표의 3가지 경우를 보여

주고 있다.

Step 3. 신호대 잡음비 (SN비) 계산

실험계획법에 따라서 실험을 수행하고 성능관련 

데이터를 측정하고 나면 다음 <표 4>에 주어진 공

식에 따라서 신호대 잡음비를 계산한다.

Step 4. 결과 분석

직표좌표 표에 따른 컨트롤 요인과 성능치를 측정

하고 SN비의 값을 계산하여 결과를 작성하고 분석

한다.

Step 5. 강건설계 요인 판별

결과를 가시적으로 쉽게 판단하기 위해서 도표를 

작성하고 이로부터 설계인자의 목적값을 구한다. 

Ⅳ. 투석기를 이용한 강건설계 실습

지금까지 제시된 방법을 기초로 하여 투석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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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투석기 실험자료 입력 양식

<Table 5> Input form for catapult experiment
1 2 3 4

E. Shooter (person) 1 1 2 2
F. Rubber band type 1 2 1 2
G. Hold time (sec) 1 4 4 1 Calculation

Run# A. Arm 
length

B. Rubber 
band 

height
C. 

Release 
angle

D. 
Hanger 
position

Distance, 
Y1

Distance, 
Y2

Distance, 
Y3

Distance, 
Y4

Avg. 
distance SN ratio

1 1 1 1 1 180 190 187 191 187 45.4 
2 1 2 3 2 205 198 204 209 204 46.2 
3 1 3 5 3  60  48  58  47  53 34.4 
4 2 1 3 3 152 160 164 155 158 43.9 
5 2 2 5 1 203 200 197 210 203 46.1 
6 2 3 1 2  54  50  51  52  52 34.3 
7 3 1 5 2 161 190 169 207 182 45.1 
8 3 2 1 3  38  36  36  35  36 31.2 
9 3 3 3 1  86  91  84  92  88 38.9 

Additional 1 1 3 1 206 211 215 220 213 46.6 

용하여 강건설계 디자인을 위한 파라미터 탐색실습

을 해 보고자 한다. Ⅲ장에서 제시된 절차와 아래에 

주어진 목적에 따라서 실험을 실시하고, 이러한 방

법을 창의성 개발훈련과 연계하기 위해서 창의성 훈

련을 위한 과정에 따라서 본 실험에 사용된 도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를 고안하게 과

제를 부여하고 추후에 결과를 비교하고 대안을 제시

하여 보여주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강건설계의 목적은 다음 [그림 6]과 같은 투석기 

(toy catapult)에서 탁구공 발사 실험을 통하여 비행

거리를 최대로 하는 설계 파라미터를 추출하고자 하

는 것이다. 

실험과 관련하여 컨트롤 요인, 잡음요인, 종속변수

는 각각 다음과 같다. 

- 컨트롤 요인 (3수준 고려)

A. Arm length (수준 1, 2, 3)

B. Rubber band height (수준 1, 2, 3)

C. Release angle (수준 1, 3, 5)

D. Hanger position (수준 1, 2, 3)

[그림 6]에 위의 4가지 컨트롤 요인이 나타나 있

으며, 그 중에서 release angle은 수준이 5개로 나

[그림 6] 다구치 실험용 투석기 모형

[Fig. 6] Catapult model for Taguchi experiment

와 있으나 1,3,5의 3개만 고려하여 3수준으로 통일

하여 실험을 실시한다.

- 잡음 요인 (2 수준 고려)

E. Shooter (발사자 1, 2)

F. Rubber band type (1- 하얀색 고무줄, 2-녹

색 고무줄 )

G. Hold time (1초, 4초)

- 종속 변수: 탁구공의 비행거리

실습은 3인으로 구성되는데, 그중에서 2인은 발사

자 1, 2로서 역할을 하며 나머지 1인은 탁구공의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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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요인별 기여도에 한 그래  분석

[Fig. 8] Graph analysis for factor contribution  

하지점을 확인하고 비행거리를 기록하게 된다. [그

림 7]은 3인으로 구성된 팀이 투석기를 이용하여 탁

구공을 발사하고 비행거리를 측정하여 기록하는 실

습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표 6>, [그림 8]

은 엑셀로 연계하여 미리 작성하여 두어서 <표 5> 

자료만 입력되면 <표 6>, [그림 8]은 자동으로 작성

되어 진다. 

주어진 실험계획표에 따라서 투석기의 발사실험을 

수행하고 탁구공의 비행거리를 측정하여 <표 5>의 

Y1, Y2, Y3, Y4 아래의 칸에 기재한다. 9번의 실험

이후에 입력한 값으로부터 자동으로 작성된 [그림 

8]에서 최장의 거리를 나타내는 4개의 컨트롤 인자

수준은 Arm length 1, Rubber band height 1, 

[그림 7] 투석기를 이용한 다구치 방법의 실습과 창

의설계 습득 과정

[Fig. 7] Robust design experiment process using 

catapult

Release angle 3, Hanger position 1로 되며, 따라

서 해당되는 실험조합이 (1, 1, 3, 1)으로 되었다.

만약 선정된 실험조합이 기존의 실험에 포함된 경

우 실험을 중단하고 해당 조합이 목표를 충족하는 

최적의 파라미터로 선정된다. 그러나 지금 경우처럼 

선정된 조합이 <표 5>의 기존의 실험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실험 (additional)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예측대로 기존의 비행거리 보다 더 

먼 거리인 213Cm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 8]에 나타난 요인별 기여도로부터 탁구공을 

가장 멀리 보내는 4가지 컨트롤 요인별 해답이 제시

<표 6> 각 수 의 기여도 종합표

<Table 6> Factor contribution for each level

Factor contribution
Factor Level avg distance avg s/n

A. arm length 1 148 42 
　 2 137 41 
　 3 102 38 

B. Rubber band height 1 176 45 
　 2 148 41 
　 3  64 36 

C. release angle 1 109 40 
　 3 150 43 
　 5 146 42 

D. hanger position 1 159 43 
　 2 146 42 
　 3  82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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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강건설계 방법을 이용하여 최  비행거리

를 만드는 요인별 수  

[Fig. 9] Factor level for optimal result 

되어 있다. Arm length는 1수준, Release angle 은 

3수준, Rubber band height 은 1 수준, Hanger 

position은 1수준으로 이는 거리를 나타내는 Y 값이

나 S/N 값이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며, 이를 투석기 

모형에서 찾아보면 [그림 9]와 같다. 

Ⅴ. 투석기를 이용한 창의성 개발 실습

공학문제는 일차적으로 주어진 문제로부터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문제정의 단계는 주어진 문제

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문제의 경우 

진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과정이다. 

이 단계의 결과물은 문제의 핵심이 정확하고 간결하

고 긍정적인 문장으로 표현된 ‘문제 정의문’의 형태

로 표현될 수 있다.

문제정의가 행해지고 나면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도출방법을 이용해서 아

이디어를 창출하고 여러 가지 창조적인 방법을 도출

하여 정리한다. 이 단계에서는 우선 비판을 하지 않

는 상태에서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안

된 아이디어를 토론을 통해서 보다 더 실용적인 아

이디어로 정제시켜 나가고 가다듬어 간다. 

이렇게 도출된 아이디어에 대하여 대안비교 평가 

방법을 이용해서 주어진 문제에 최적의 대안을 평가

하여 선택한다. 아이디어를 분류하고 조합하는 과정

을 통하여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아이디어가 다듬어 진다. 

대안이 선택되면 이를 주어진 문제에 적용해서 문

제해결을 시도하고 결과를 정리하게 된다. 실행의 

결과 의도된 대로 개선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기대하지 않은 결과로 인하여 선택된 방법을 실행이 

곤란한 경우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다른 방안을 

찾아서 다시 시도를 하게 된다. 이상에서 서술한 창

의적 문제해결과정이 [그림 10]에 나타나 있다. 

본 실험의 목적이 강건설계 개념을 이용해서 다구

치 방법을 체득하고 최적의 설계 파라미터를 최소의 

노력으로 찾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본 강건설계 

실험에 사용된 투석기는 고대영화에서 간혹 보기는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자주 접하지는 못하는 모양이

라 학생들이 호기심이 많이 나나내곤 하였다. 따라

서 창의공학의 관점에서 보다 더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 위한 훈련과정으로 학생들에게 본 투석기와 유

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모양의 장비를 고안하

게 과제를 부과하였다. 이 과제는 [그림 10]에 제시

된 순서를 따라서 문제의 정의부터 아이디어 도출, 

대안평가 및 선택, 해결책 시행의 과정으로 실시하

게 임무가 부여되었다. 

아이디어 결과는 개념을 스케치로 하거나 아니면 

SolidEdge를 이용한 CAD 다자인으로 작성하게 하

였다. 확인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양한 아이디어

로 기존의 투석기와 유사하거나 다소 다른 개념을 

이용해서 창의적 문제해결의 결과물을 제시하였다. 

다음 [그림 11]은 투석기에 대한 결과물의 일부를 

선택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의 (a)는 기존의 투석

기와 유사한 형태로 관련 컨트롤변수도 4개로 일치

시켰으며 디자인만 다소 달리한 형태이다. (b)는 아

[그림 10] 창의  문제해결 과정

[Fig. 10] Creative problem solv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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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존 투석기와 유사한 디자인 (b) 왼편 투석기의 SolidEdge 모델링

(c) 새총의 원리에 라미터 추가 (d) 뛰기 개념에 라미터 추가

(e) 펌 의 압력을 이용한 힘의 달 원리 (f) 고  투석기와 유사한 개념 스 치

[그림 11] 강건설계 개념을 구 할 수 있는 투석기 아이디어 사례

[Fig. 11] Alternative catapult idea for robust design

이디어 (a)의 SolidEdge 모델링 이다. (c), (d)는 새

총의 원리나 널뛰기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거기

에 파라미터를 추가해서 투석기를 이용한 강건설계

가 가능한 디자인을 제시하고 있다. (e)는 펌프의 압

력을 이용하여 발사대에 힘을 전달하는 재밋는 아이

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f)는 고대 투석기와 유사하

며 비록 개념 스케치이기는 하지만 기어의 디자인까

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창의적 학습의 효과는 아이디어의 평가를 통한 분

석과정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을 때 증대될 수 있다. 

본 문제도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제출한 후

에 하나의 레퍼런스 모형과 비교평가하는 과정을 수

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레포트를 수거하고 발

표를 통해서 문제해결과정을 같이 공유한 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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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투석기와 유사한 실험이 가능한 XPULT 

디자인 (자료: Ulrich, 2007)

[Fig. 12] XPULT design for catapult experiment 

(Source: Ulrich, 2007)

림 12]에 제시된 새로운 투석기를 보여주었다. 이는 

펜실베니아대학 Wharton 경영대학원의 Karl Ulrich 

교수가 개발하여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실습용 투석

기 모양이다. 이 다자인에서 컨트롤 요인과 잡음요

인은 다음과 같다.

컨트롤 요인:

Launch angle: 0, 15, 30, 45, 60, 75, 90도

Pullback angle: 0-120도

잡음 요인

볼 형태: 탁구공 혹은 whiffle

Band 형태: 1, 2, 3 

여기에 레퍼런스 모델로 제시된 투석기와 학생들

의 아이디어 비교를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 창의적 

사고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게하고, 디자인의 구체성

과 아이디어의 당돌한 면 등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실험한 투석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

비로서 이러한 모양도 가능하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의 중요성과 사고의 획기적

인 전환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좋은 비교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Ⅵ.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강건설계 개념을 이용한 이론과 실

습을 통하여 다구치 방법을 구현하는 과정을 실습하

고 부가적인 과제수행을 통하여 창의성 개발과정을 

학습하고 훈련해 볼 수 있는 교과과정을 제안해 보

고자 하였다. 강건설계는 일본의 다구치 교수가 제

안한 획기적인 방법으로서 산업현장에서 존재하는 

변화자체를 제거하지는 않고 변화에 의한 효과를 최

소화함으로써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강

건설계는 제품 및 공정의 설계과정에 도입되어서 제

품의 특성과 품질이 환경조건이나 구성품의 변화에 

둔감하게 함으로써 제품의 제조가능성과 신뢰도를 

증대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제품실현화 과정의 

초기 단계인 개념설계 및 제품개발의 단계에 적용되

는 방법으로 창의적인 제품개발의 실습을 수행하기

에 적합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과 강건설계

와 관련된 절차를 제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

법론을 제안하고, 실제로 제작한 투석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실습을 통하여 다구치 방법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창의적 사고의 훈련

을 위해서 투석기 기능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고안하

게 하여 창의적 사고훈련을 도모하고 XPULT를 제

시함으로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의 추가적인 연구 분야로서 종속변수가 서로 

상충되는 여러 개의 목적을 동시에 만족하는 사례에 

대한 문제를 발굴하여 실습을 행하고, 강건설계를 

적용한 다른 사례를 발굴하여 비교함으로서 강건설

계 방법론을 품질경영에 적용하는 지식을 체계적으

로 쌓을 수 있는 교과과정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문요약 

신제품의 개발 및 제품실현화 과정은 창의적 문제

해결과정을 통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피드백과 순

환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를 발전시키고 보완해 나가

는 과정이다. 이러한 제품실현화 과정의 초기 단계

인 개념설계와 제품개발의 단계가 절약가능한 비용

요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단계의 최적 설계를 

위한 방안으로 다구치가 제안한 강건설계 방법이 효

과적이다. 품질은 검사를 통해서가 아니고 공학적 

접근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강건설계는 제품의 연

구개발 단계에 있어서 행해지는 공학적 방법론으로

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자체를 제거하

지는 않고 변화에 의한 효과를 최소화함으로써 품질

을 향상시키고 최적 디자인 파라미터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강건설계 방법을 이용하여 제품 

개발단계에서 효과적인 설계 파라미터를 탐색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공학교육의 창의성 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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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적용해 보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다. 주된 연구내용은 창의적 문제해결과정과 강건설

계의 파라미터 선정 과정을 제시하고, 강건설계 방

법을 창의성 교육에 활용하는 과정 및 이에 따른 실

습내용이다. 강건설계의 실습을 위해서 투석기를 이

용하였고, 실험한 투석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장비를 창의적 접근방법으로 디자인 하도록 

하였다. 또한 레퍼런스 모델을 제시하여 아이디어를 

비교평가 하게 함으로써 창의적 문제해결의 반복 순

환적 과정을 체험하게 하였다. 

주제어: 강건설계, 다구치 방법, 창의적 문제해결, 

제품실현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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