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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기술 인력들의 공동과제를 놓고 산학 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체험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산

학 동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한 가이드라인을 구성하여 장에 용한 사례연구이다. 상 기업인 ㈜서림에 6

시그마 방법론과 창의  문제해결이론인 TRIZ를 연계시킴으로써 효과 인 문제 진단  해결 련 교육을 실시 

 용하 고 품질 리  개선에 한 지침을 제공하 다. 한, 기업 내 리  생산 부서 사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성과를 평가  분석하 다.

Key Words : 6-sigma, TRIZ, Contradiction, QSS(Quick six sigma), RCA(Root cause analysis)

ABSTRACT

An Education-Industrial cooperative system is a systematic effort that industrial body and 

educational body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order to achieve two different purposes. This paper 

suggested an education-industrial cooperative system model based on the experiential learning through 

cooperating with the industry. SEARIM, the research activities company is received the guideline for 

the improvement and management of quality regarding products by using TRIZ/6-sigma. Also, we 

evaluated and analyzed the product of this study result based on the result a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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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반 으로 산학 동이란 학과 기업이 서로 자

기의 목 을 효율 으로 달성하기 해 각자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력하는 체계 인 노력이다. 이에 

따라 교육목표의 효율 인 달성과 기업의 이익극

화를 지속 으로 달성하기 한 방법으로 학과 기

업 간의 산학 동이 강조되고 있다.

  일반 인 산학 력의 형태는 학이 기업의 로

젝트를 수행하는 형태로서 이를 기반으로 학은 기

업의 상업화 감각을 배우고, 기업은 학의 최신 기

술 동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상기 형태는 학생들

에 한 실제 인 교육을 기 하기 어렵다. 산학 력 

교육의  다른 형태로서 기업의 실무  지식과 

학의 이론 교육과의 조화를 통해 특정 과목을 기업

과 학이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있지만 수강생 

체에게 동일한 교육내용이 달되는 형태이므로 실

습강의에는 합한 모델이 아니다. 한, 학생들의 

체험  학습을 만족시키기에는 기업의 부담이 크므

로 지속 인 진행의 어려움이 따른다[1,2,3,4,5].

  본 연구에서는 기술 인력들의 공동과제를 놓고 산

학 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학생들의 효과 인 

체험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산학 동모델을 설계

하고, 이를 한 가이드라인을 구성하여 장에 용

하 다. 력 기업은 반도체 장비 제어반 장치 제조

업체인 ㈜서림이며 본 연구 은 6시그마 방법론과 

창의  문제해결이론인 TRIZ를 연계시켜 보다 명확

한 문제 진단  해결 련 교육을 실시  용하

다. 한, 학과 기업의 서로 다른 두 목표를 달

성하기 해 학생들을 기업에 3주간 견하여 학생

과 기업 구성원들의 공동 실태 악  문제 정의과

정을 진행하 고 보다 효과 인 경험  학습을 체화

할 수 있도록 하 다. 

Ⅱ. TRIZ와 6시그마를 연계한 체험형 

산학 력교육 모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체험형 산학 력교육모델은 

TRIZ와 6시그마를 기반으로 하며 내용은 표 1과 같

다. 각 과정마다 교수자로부터의 피드백이 제공되며 

학생과 작업자의 교육  실습은 공동으로 진행된다. 

  체험형 산학 력교육은 표 1 모델로서 각 2회씩 

진행되었으며, 매 회마다 피드백을 제공하 다.

  교육 참가 인원은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과 기

업 내 작업자들을 각 부서별로 선정하여 총 40명이 

참가하 다.

  한, 학생과 작업자는 공동연구노트를 작성함으로

써, 문제정의과정과 해결과정을 상호 교류할 수 있고 

학생은 작업자와의 피드백을 통해 효율 인 해결과

정을 체화할 수 있다. 

표 1. 체험형 산학 력교육모델
Table 1. experiential university-industry liked train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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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TRIZ와 연계한 6 시그마를 활용한      

기업 내 문제 해결 

  TRIZ를 활용한 문제해결을 제공하기 해서는 명

확한 문제 정의가 필수 으로 요구되며 이를 해  

6시그마의 분석 기법인 DMAIC , Define 과정을 

용하 다. 상기 과정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악하

고 로세스의 목표를 정의하는 과정이다.

  ㈜서림은 고객에게 반도체 장비 제어반 장치를 납

품한다. 따라서 고객은 납품되는 반도체 장비 제어반 

장치의 납기  품질 만족을 요구한다. 한, 반도체 

장비 제어반 장치의 생산 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1. 원재료 입하(커넥터, 선, 이블, 넬, 핀, 

자부품 등) 

  2. 입하된 품목 이상 유무 검사(수량, 외  등의 

상태)

  3. 선 제작 작업

  4. 배선 작업

  5. 최종 검사

  6. 출하 검사

  Define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림에서 해결

하고자 하는 로세스의 측정지표를 정의하고 잠재 

원인을 도출하 다. 

  이 때, 문제를 유발하는 로세스의 정의에 해서

는 ㈜서림이 제공하는 DATA룰 기반으로 하 고, 

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불량의 요인들을 문제

로 설정하 다. 

그림 1. ㈜서림의  불량에 한 토 차트
Fig. 1. The pareto chart on the significant defect of the 
SEARIM

  그림 1은 ㈜서림의 반도체 장비 제어반 장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에 한 토 차트이

다.  불량이란 작업일이 3일 이상 지연되거나 10

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되는 불량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림의  불량을 이루고 있는 

요인들을 문제로 설정하 고 각 요인들의 원인을 

TRIZ의 문제원인 분석 기법인 RCA(Root cause 

analysis)를 통해 분석하 다[6]. 

그림 2. ㈜서림의  불량에 한 RCA 분석
Fig. 2. The RCA analysis on the significant defect of the 
SEARIM

  ㈜서림에서 발생하는  불량의 요인들은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상기 요인들  발생 빈도

수가 가장 높은 배선 작업 불량에 해 그림 3과 같

이 RCA 분석을 활용하여 세부 원인을 도출하 다. 

그림 3. 배선 작업 불량에 한 RCA 분석
Fig. 3. The RCA analysis on the defect of the wiring 
process

  RCA 과정을 통해 도출된 원인들에 따르면 업무에 

한 책임감 부족이라는 공통 인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 은 작업자가 가지고 있는 업무에 

한 책임감의 부재에 해 그림 4와 같이 재정의 과

정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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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물리  모순

1
사내 작업원의 작업 성취도 상승과 여 

만족도를 해서 여는 증가되어야 한다.

2
비용 인 으로 볼 때, 회사의 안정성을 

해서 여는 증가되면 안 된다. 

그림 4. 작업자의 업무 책임감 부족에 한 재정의
Fig. 4. The redefinition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worker

  RCA 과정을 통해 수집하고 정의된 각 원인들에 

해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하여 리 부서, 선 

작업 부서, 배선 부서, 품질 부서, 설계 부서에서 작

업자 6명씩 총 30명을 선정하 다. 상기 작업자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고 설문결과를 수집하

여 그림 5와 같이 나타내었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성취도에 한 보상과 

여에 한 만족도 미흡이 70% 이상으로 도출되었다.

  회사로부터 지 되는 여는 사내규정에 따른 정

량 인 제도이기 때문에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해 

㈜서림에서 지출되는 여를 증가시키면 반 로 창

출되는 이익의 증가를 만족해야만 하는 모순이 발생

한다.   

그림 5. 작업자들의 책임감 부재에 한 설문조사
Fig. 5. Survey results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worker

   불량의 원인인 작업자들의 책임감 부재에 

한 문제에서 도출된 모순은 표 2와 같이 TRIZ의 물

리  모순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에 한 해결책

으로서 분리에 의한 원리를 용하 다[7].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리의 원리는 조건에 의한 

분리이다. 즉, ㈜서림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이 

상승하 을 때에는 작업자들의 여가 증가될 수 있

고 이와 반 의 경우, 여는 증가되지 않는 것이다.

표 2. 작업자들의 책임감 부재 문제에 한 물리  모순
Table 2. The physical contradiction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worker

  ㈜서림에서 창출하는 이익이 증가되기 해서는 

회사 이미지의 상승이 만족되어야 하고 ㈜서림의 고

객에게 회사 이미지가 상승되는 핵심 요소는 납품하

는 제품의 품질이다. 사내 작업자들에게 지 되는 특

정 액수의 여가 증가되더라도 ㈜서림이 납품하는 

제품의 품질이 상승한다면 리부서에서 충분히 고

려될 수 있는 사항이다.

  세부 으로 제품의 품질 상승에 기여하지 않은 작

업자는 상기 해결책에 용될 수 없다는 제한조건을 

가지며 작업자들은 각자에게 할당된 업무의 결과물

에 한 책임감을 만족해야만 한다. 업무에 한 책

임감을 증진시키고 고객사로부터 요구되는 품질을 

만족하기 해 각 업무라인에는 할당받은 작업자의 

네임태그(name tag)를 부여한다. 해당 업무를 완료

하면 작업자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라인에 자신의 네

임태그를 부착한다. 

  상기 해결책은 근본 인 모순을 해결할 뿐만 아니

라 품질 리자가 조립된 제품에 하여 불량이 발

견되었을 시, 해당 불량이 유발된 라인과 작업자를 

쉽게 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작업자들은 도출된 해결책의 로세스의 만족도에 

따라 한 보상과 여에 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나아가 리자는 인센티 를 제공하여 작업자

가 업무에 해 가진 동기를 증진시킴으로써, 제품 

품질 향상과 회사 이미지 고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업무에 한 책임감 부족의 원인 , 회사에 한 

애사심 결여와 작업자간의 시 지 효과 부족은 다음

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고 용하 다. 

  회사에 한 애사심은 회사 업무 수행의 목 의식

과 한 련이 있다. 본 연구 은 작업자가 업무

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지는 요한 가치  하나인 

‘돈’과 ‘회사의 발 ’ 간의 상호 계에 해 명확한 

이해를 돕기 한 교육을 제공하 다.

  한 작업자의 고질 인 습 과 불명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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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등에 한 해결책으로서 작업자에게 주어진 업무

에 한 학습 동기를 갖고, 명확한 업무 악 능력의 

향상을 제공하기 하여 TRIZ 교육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자들의 고질 인 작업 습 과 

불명확한 업무 악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작업자들

을 리하고 기업을 이끌어나가는 리자의 의식고

취를 해 TRIZ의 기술 진화 법칙에 기 한 기업 

발  방향 교육을 제공하 다[8].

그림 6. 기업의 이상성
Fig. 6. The ideality of the company

  상기 교육은 리자의 의무와 작업자의 의무로 나

어 두 가지 에서의 기업의 이상성 교육 형태

를 갖는다. 세부 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업자는 ㈜서림의 발 에 한 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기술 진화 법칙에 기 한 기업의 이상성은 

변하는 사회의 흐름을 반 하고, 이로 인해 ㈜서림

에서 지시하는 작업 양식의 변동은 필수 이다. 변동

된 작업 양식은 생산 기계의 교체  추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서림은 변동이 생긴 

작업 양식에 해 작업자의 신속한 응을 요구한다.

  이 때, 작업자의 태도  응도는 ㈜서림의 발  

정도와 기업의 이상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일 수 있는 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 은 ㈜서림의 

작업자들에게 기업 발 의 이상성 추구는 구성원들 

모두가 갖추어야 하는 필수조건임을 교육하 다. 상

기 교육은 작업자들에 한 세심한 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해 경 자  리자에게도 제공되었

다. 

Ⅳ. TRIZ와 6시그마를 연계한 체험형 

산학 력교육 활용 결과

  본 연구는 6시그마  TRIZ를 활용한 문제 해결 

과정을 효율 으로 용하여 학생들의 경험  지식 

체화와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이윤극 화의 목 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불량인

자들에 한 명확한 근과 이에 따르는 창의  문

제 해결의 효과 인 달성을 해 여러 기법에 한 

개념교육과 문제해결과정을 수행하 다.

  본 연구 으로부터 상기 교육을 제공 받기 과 

후로 나 어 교육  문제 해결 결과에 해서 리 

부서, 선 작업 부서, 배선 부서, 품질 부서, 설계 

부서 내의 작업자 6명씩 총 30명을 선정하 다. 상기 

작업자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고, 결과를 

수집하여 분석하 다.

그림 7.  불량에 한 작업 만족도 설문(교육 )
Fig. 7. Survey results on the job satisfaction of significant 
defect(before)

  6시그마  TRIZ를 활용한 문제 해결 과정 교육

을 제공 받기 ,  불량에 한 작업 만족도에 

한 설문조사결과, 리자는 매우 불만족을 응답하

고 품질 검수자, 선 작업자, 배선 작업자, 설계자

는 보통을 응답하 다.

  불만족스러움을 보인 리자는 작업자들의 미흡한 

품질 리를 문제로 인식하여 여러 차례 교육하 지

만 명확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 다고 답하

다. 이는 기업의 발  측면에 매우 부정 인 요

소이며 변화의 시 성을 강조하 다.

  6시그마  TRIZ를 활용한 문제 해결 과정 2회 

교육 후, 리 부서와 작업 부서는 상호 보완 인 

화를 계속 으로 실시하 고 각 부서의 작업자들은 

성취도에 따른 보상과 회사에 한 애사심 간의 

계를 명확히 이해하 다고 응답하 다. 한,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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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기업 내 작업 환경 개선을 해 각 부서에

서 1∼2명씩 선정하여 주기 인 업무 피드백을 수행

할 수 있는 트리즈 추진반을 개설하 다.  불량 

해결에 한 만족도 설문조사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  불량에 한 작업 만족도 설문(교육 후)
Fig. 8. Survey results on the job satisfaction of significant 
defect(after)

  매우 불만족을 응답한 리자는 2단계 높은 보통

을 답하 고, 보통으로 응답한 품질 검수자, 선 작

업자, 배선 작업자, 설계자는 만족을 응답하 다.     

  본 연구의 6시그마  TRIZ를 활용한 문제 해결 

과정 교육은 기업에게 6시그마  TRIZ의 각 개념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불량 문제에 해 해결하

는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리자와 각 공정별 작업자

들 간 서로 가지는 아쉬움을 보완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기존에 수행되던 이론 심의 산학교육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체험형 산학연계교육모델은 이

론과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학과 기업의 서로 다른 

목표 달성을 기 할 수 있다.

  1. 학생들은 실무 수행에 한 감각과 다양한 보유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체화할 수 있다. 기업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학과 기업의 공동 참여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2. 6시그마와 TRIZ의 연계를 통한 기업의 발 을 

기 할 수 있다. 최근 기업의 경 신은 어느 특정 

방법론에 의한 경 이 아닌, 신에 도움이 되는 모

든 방법론을 서로 연계하여 이를 각 기업에 맞게 체

질화하여 용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게 이러한 방법론 간 연계의 일환

으로 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6시그마와 창의

성 개발의 표  방법론인 TRIZ의 로세스 연계 

 용을 제안하 다.

  6시그마 활동의 최종 해결안이 목표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안의 모색이 어려울 경우, TRIZ가 해결

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이 추구하는 이윤 향상과 불

량 해소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다.

  3. 학생들과 기업 내 작업자들은 TRIZ의 이상성에 

하여 학습함으로써 기업의 가시 인 발 의 필요

성과 사고를 습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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