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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presents a practice of a scientific methodology, i.e., technology tree to describe hierarchies of functions 

and technologies of research projects. In this study functional developments of a well-known steel space frame truss are dealt 

with for an application of the technology tree process to execute the maintenance of road tunnels without blocking vehicles. 

It is verified that established results of technology tree process can be linked to a proof process of revealed functions and 

component technologies such as reference works and structural analyses. In the future the technology tree methodology can 

be extendedly used for an effective tool setting up research  plans and developing integrated technologies of a specific item 

such as a stee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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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술은 역사 으로 인간이 편할 수 있도록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목 을 달성시킬 수 있는 수단 는 도구로서 진화 발

해왔다. 기술의 진화와 발 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

을 발견하는 것과 다른 분야의 한 기술을 도입하거나 몇 가

지 기술들을 융합하여 기존의 것을 개선하는 것
[1]

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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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견과 개선은 독립 인 요소가 아니라 인과 계와 같이 

하나의 상호보완 인 계를 형성한다. 즉, 새로운 것의 발견

은 불완 한 요소이며, 따라서 최종 으로는 개선의 차를 

밟게 된다. 여기에서 불완 한 요소를 단하는 기 은 재

의 상태와 기 치 사이의 차이이다. 차이가 클수록 기술의 개

선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차이의 극복은 개선을 통

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일차 으로 재 상태와 기  상태

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이차 으로는 재와 기 의 차

이를 이거나 없앨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

본 인 아이디어를 찾아야한다.

최근에 창의 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사고 방법론으로서 

트리즈(TRIZ)
[2],[3],[4]

를 공학 분야의 기술개발이나 비즈니스 

분야의 경 기법 개발 등에 기업을 심으로 다수 활용되

고 있다. 트리즈는 Fig. 1과 같은 개별 기술시스템을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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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lobal and local technical function systems

Fig. 2 Research processes by using technology tree

Fig. 3 Typical static space truss structure

로 창의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사고의 로세스를 제

공하기 때문에 체 기술시스템을 완성하기 해서는 각 개

별 기술에 해 트리즈 기법을 용해야 한다. Fig. 1의 

역은 기술시스템에서 필요한 기능의 양을 나타내며, 공통기능

이 발생하거나 는 독립 인 기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기능이 존재하는 것은 기술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기술시

스템은 기술을 완성시키는 도구(tool), 도구로 인해 변화되는 

상(object), 상이 도구로 인해 변화된 양상인 행동

(action)으로 구성되며, 재와 기 상태의 차이는 소  기

능으로 말할 수 있으며, 차이가 없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고, 동시에 기능을 충족하여 기술의 완성이 이루어 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능을 올바르게 분석하는 것은 기술을 발견하고 

개선하기 한 사 비 단계로 볼 수 있다. 명확한 기능분석

은 트리즈를 통한 창의  아이디어 문제해결을 하는데 데이

터베이스가 될 수 있다는 에서 매우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개발의 략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

는 기술의 기능분석 방법 에 하나인 기술트리
[5],[6] 

- 기술

트리는 사업 략 개의 핵심인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이를 원

리에 근거한 기능 개의 로직을 바탕으로 기술을 개함으로

써 시장의 기 에 부응하고 경쟁기술에 해서는 우 를 확

보할 수 있는 임을 제공한다 - 를 강구조 기술의 효율

인 기능 개  세부 기술 도출에 용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자 한다.

기술트리 활용을 한 제반요인을 기술개발을 한 기술정

보 역량 측면에서 고찰한 본 연구는 기술트리 결과물이 실제 

창의 인 아이디어 사고를 한 로세스인 트리즈로 연계 

하는 데에 큰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그 상은 강구조분야에서 가장 범용 으로 사용되고 있는 

입체 트러스 구조물이며, 행동은 기존의 구조 방식인 고정되

어 하 을 지지하는 개념과 차별화하여 이동  가변 인 구

조물이 되는 추가 인 동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 으며, 이

게 정의된 상과 행동,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는 도구의 세 

요소로 구성되는 기술시스템을 핵심기술로 선정하 다.

Fig. 2는 기능분석과 세부 기술의 도출  략마련을 

한 기술트리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상 로젝트이자 핵심기

술인 입체 트러스 구조물에 한 사례 연구 진행 차이며, 

여기서 Dynamic과 Static은 이동  가변형의 동 인 기능

이 있는 핵심 기술과 하 을 지지하고 정지되어 있는 정  

구조물 즉 기존 기술을 각각 말한다.

2. 대상 프로젝트 개요

2.1 정적인 입체 트러스 구조시스템

교량이나 지붕처럼 넓은 공간을 형성하는 소  공간 트

러스 구조물[7],[8]의 형식으로서는 아치, 수  보 형식이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 형식에서는 하 이 작용하면 

보의 윗부분은 압축되고 아랫부분은 서로 당겨서 인장력이 

발생하여 보가 휜게 된다. 이때 보를 구부리는 힘은 상단부와 

하단부가 가장 크고 간부는 작다. 즉, 보의 간에는 아직 

여력이 있다. 그래서 보 간부를 형성하는 부재 재료를 제거

하는 것이 경제 이다.  보에 기둥을 세우고 보를 보강해서 

커다란 경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를 보강하거나 

재료를 감해서 낭비를 없애려는 것이 트러스의 시 이다. 

일반 으로 입체 트러스는 Fig. 3과 같이 보와 기둥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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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Layers space truss structure (b) 3-Layers space truss structure (c) 4-Layers space truss structure

Fig. 4 Dynamic space truss structure with flexible member length

Fig. 5 Technical evolution of toothbrush[9]

일직선의 을 조합해서 만든 삼각형은 안정된 형태이지

만, 사각형은 비틀어지거나 변형하기 쉬우므로 보의 간을 

도려내어 생긴 형태인 삼각형을 사용한다. 즉, 트러스란 곧은 

강재나 목재를 삼각형을 기본 형태로 연속 인 그물 모양으

로 구성하여 하 을 지지하는 구조방식으로서, 부재의 은 

사람의 처럼 자유롭게 회 할 수 있고,  하 도 에 

작용하도록 제작되어 있어 트러스 부재는 인장력과 압축력만 

작용하며, 휘는 경우는 없으므로 재료의 낭비가 다.  짧

은 을 조합해서 경간이 큰 공간을 걸치는 장 도 있어, 

트러스는 존하는 가장 경제 인 구조형식으로 알려져 있다.

공간을 구성하기 해서는 트러스는 Fig. 3에 도시된 것처

럼 입체형태가 되어야 하며, 재하 이나 풍하 과 같이 외

부에서 작용하는 하 을 지지하고, 바닥과 만나는 지지부는 

고정되어 있어 형 인 정 인 입체트러스 구조물이다.

2.2 동적인 입체 트러스 구조시스템

Fig. 3의 정 인 입체트러스 구조물에 동 인 기능을 추가 

할 수 있다면, 기술개발을 통한 기존 기술의 개선이라는 문제

유형이 된다. 개발된 기술은 동 인 입체 트러스 구조물이 될 

수 있다. 트리즈에서 말하는 동 임(Dynamization)이라는 

개념은 자연의 생명체와 같이 인 인 기술도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진화를 한다는 일반 인 원리를 설명하는 소  기술

진화의 법칙[4]에 근거하여 구성된다. Fig. 5는 Fig. 4와 같

이 입체 트러스 구조물이 어떻게 하면 동 인 기능을 가질 

수 있을 지에 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칫솔의 기술 진화 

사례를 보여 다. 칫솔은 사람의 이를 닦는 기능을 가지는 것

으로 정의 할 때, 태 에 칫솔 가 고정되어 있는 기술시스템

에서 반고정, 탄성을 가지는 유연한 칫솔 , 최종 으로는 자

기장으로 조정하는 칫솔 로 발 할 수 있다.

Fig. 4에서와 같이 동 인 입체 트러스 구조물은 트러스 

부재의 길이 조 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 형성의 제약을 

여 주는 이 이 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기둥 사이의 공간

도 다 늘 다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동 인 입체 트러스 구조물은 다양한 공간을 만들 수 있어

야 한다. 입체 트러스 구조물은 3차원 으로 외부와 내부공

간을 구분한다. 그 경계를 구성하는 것이 트러스 부재들이며, 

다양한 형상의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경계를 구성할 수 있

는 것이 동 인 입체 트러스 구조물이다. 트러스 부재를 서로 

연결하는 부분, 즉 연결부는 360도 회 이 가능해야 하고 동

시에 각도를 고정시켜야 하므로 특정한 합 디테일을 필요

로 할 것이다.

3. 기능분석 방법으로서 기술트리 프로세스

3.1 사전 프로세스

기능분석 방법으로서 기술트리 로세스에서는, 상 로

젝트에 한 기술개요를 악한 후, 기술트리 로세스에 들

어가기에 앞서 Fig. 6과 같이 사 로세스 단계를 거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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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ocess map of technology tree

Fig. 7 Definition of problem

된다. 사  로세스는 수행한 상 로젝트의 기술개요를 

사고 로세스에 맞게 요약하는 로세스로서 기술시스템의 

정의, 이상성 분석, 핵심기술 정의로 구성되는 순차 인 로

세스이다.

상 로젝트인 입체 트러스 구조물은 하나의 기술시스템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상은 입체 트러스 구조물이며, 행

동은 동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과 행동을 만족하는 도

구를 찾는다는 것은 풀어야 할 연구자의 문제가 된다. 기술시

스템의 정의와 문제를 풀어야 하는 동기가 정립이 되었으면, 

What I want 즉 내가 과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할 

수 있다. 이것은 식 (1)에 도시된 이상성(ideality)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이상성↑ 
유해한기능↓

유용한기능↑
(1)

즉 재상태가 어떠하고, 기 되는 상태가 어떠하므로 둘 

상태간의 차이를 이거나 없앨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동 인 입체트러스를 만든다는 것이 기 상

태라면, 정 인 입체트러스는 재 상태이다.

동 인 것과 정 인 것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문제를 해

결하는 것이며, 이상성을 극 화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에서 문제의 정의를 도식화 하면 Fig. 7과 같다.

이상성을 극 화 하는 무언가가 핵심기술이 되며, 상 

로젝트인 입체 트러스 구조물의 개념을 괴하지 않는 범

내에서 요구되는 핵심기술이 상 로젝트와 연계가 되어야 

한다. 이상성을 충족하는 기술에 하여 문헌이나 특허조사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비 분석도 가능하다.

3.2 기술트리 프로세스

Fig. 6과 같이 사  로세스가 끝나면 기술트리 로세스

를 시작한다. 기술트리 로세스는 5단계로 구성되는데, 

로젝트의 선정, 상 테마 기술분석, 기술트리 개, 핵심  

주변 기술 정리, 추진 략의 순차  로세스이다. 각 단계별 

요구되는 입력 정보와 출력정보는 Fig. 8에 도시되어 있다.

여기서 기술트리 로세스 맵의 최종 산출물은 연구자가 

일반 으로 연구를 시작하기  작성하고 계획하는 연구개발

계획서 는 기획보고서가 될 수 있다. 이런 흐름에서 살펴보

면 1단계는 상과제의 배경분석  연구의 필요성을 기술하

고 과제 정의  연구의 큰 틀로서 목표를 설정한다. 2단계

는 상 연구테마의 기술분석으로 연구과제에서 기술의 재

와 미래 특성을 선정하여 목표를 정량화한다. 3단계는 정량

화된 목표에 하여 기능분석을 실시하고, 세부 요소 기술을 

도출한다. 이것은 연구목표와 세부 요소 기술에 합한 연구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이다. 4, 5단계는 핵심, 주변기술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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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ive stages for technology tree

Fig. 9 Details of technology tree on five stages

Fig. 10 Feedback action between technology tree and 

verification process

리하고 세부 추진진략을 세우는 것으로 기술의 평가기 을 

설정하고 평가하는 기반을 마련하므로 연구계획서 상의 기  

 효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정의(Definition), 활동(Activity), 도구(Tool), 산출물

(Deliverables)의 각 단계별 기술트리 로세스의 세부사항

은 총 15 스탭으로 구성되며 상세내용은 Fig. 9와 같다. 

기술트리를 기능분석을 통해 개할 때 목 기능, 기본기

능, 2차기능, 3차기능 순으로 세부 기능으로 세분화 되며, 

하  기능으로 갈수록 요구되는 기술과 이를 실 하기 한

구체 인 방법론이 명확해 진다. 최종 으로는 요구하는 기술

을 포함하는 제품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기술트리의 강

이 이것이다. 세분화된 기능을 통하여 기존 특허조사를 통

해 새로운 제품을 구성하기 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술 에 필요한 기술의 선택과 집 이 용이하다.

기술트리 로세스의 기능 개는 도출된 기능의 신뢰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수시 검증 로세스가 필요하다. 기능의 실

가능성 분석을 통해 올바른 기능 개의 방향을 제시한다. 

검증 결과물은 일반 으로 연구결과보고서의 형태로 나타난

다. 상 기술에 한 성과지표가 명확해야 하는 것은 연구결

과물의 효용성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 기술트리의 기능도출

은 요소 기술을 세분화하여 필요 연구내용을 명확하게 한다. 

Fig. 10과 같이 기술트리 기능도출 로세스와 이의 검증 

로세스는 유용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피드백해서 두 로세

스의 상생을 이끌 수 있다.

기술트리 로세스 맵과 상세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동  다형상이 가능한 입체 트러스 

구조물에 한 기술트리 로세스 1~3단계는 각각 Fig. 

11, Fig. 12, Fig. 13과 같다.

Fig. 11에 도시된 1단계에서는 터 과 같은 공간구조물

의 유지 리 가설공사를 차량이나 사람의 통제 없이 효율

으로 하려는 장 VOC, 가설공사의 시장을 분석하고, 용도

와 기 , 사회 환경 분석을 포함하는 필요기술의 개  개

요를 서술한다. 기술을 필요로 하는 상 고객은 정부 지자체 

공서  건설사가 될 수 있다. Fig. 12에 도시된 2단계에

서는 과제 목표에 따른 기술의 기능 원리도, 힘의 평형의 법

칙과 부재의 단면 사이즈 최 설계를 한 응력공식에 근거

한 과학  원리, 강  소재와 같은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 특

성, 로젝트의 목 기능과 기본기능을 간단하게 정리한 상 

테마 기술분석을 수행한다. Fig. 13에 도시된 3단계는 기술

트리 로세스의 핵심으로서 기능을 세분화하여 요소기술을 

그룹핑한다. 목 기능은 원형강 을 이용하여 스마트 입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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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echnology tree process of 1st stage

러스 구조물을 만든다로 정의하고, 목 기능을 달성하기 한 

기본기능은 조립을 발생시킨다, 해체를 발생시킨다, 다형상을 

발생시킨다, 이동을 발생시킨다, 정지를 발생시킨다는 5개로

구성된다. 각각의 기본기능에 해 2차  3차기능이 개된

다. 본 연구에서는 3차기능까지 분류하 다. 를 들어 조립

을 발생시킨다는 기본기능의 2차기능은, Fig. 13의 에서 

첫 번째  왼쪽에서 도시된 것과 같이, 1.1 강  사이를 연

결시킨다, 1.2 강 이 연결되었을 때 힘을 달한다, 1.3 강

과 강  사이의 힘의 집 을 완화한다, 1.4 강  자체의 

변형을 방지한다. 1.5 조립이 쉽도록 강 을 가볍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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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echnology tree process of 2nd stage

1.6 조립이 쉽도록 강  합 디테일을 간단히 한다로 구성

된다. 피라미드식으로 2차 기능 에 1.1 강 과 강  사이

를 연결시킨다의 3차기능은, Fig. 13의 에서 두 번째  

왼쪽에 도시된 것과 같이, 1.1.1 강 과 강  사이를 직  

용 한다, 1.1.2 강 과 강  사이를 직  볼트 합한다, 

1.1.3 그 외의 방법으로 끼운다, 1.1.4 강 과 강  사이에 

연결부를 두어 용 한다, 1.1.5 강 과 강  사이에 연결부

를 두어 볼트 합한다, 1.1.6 강 과 강  사이에 연결부를 

두어 그 외의 방법으로 끼운다로 구성된다. 기본 기능 에 

2. 해체를 발생시킨다를 고려한다면, 조립한 후 해체도 동시

에 용이해야 하므로, 요소기술 그룹핑 분석을 할 때 해체와 

조립이 용이하기 해서는 용 하는 방법인 1.1.1과 1.1.3

은 그룹핑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기본기능은 다르지만 세부 요소기능들은 공통 인 기술로 

분류되기도 한다. 를 들어 1. 조립을 발생시킨다와 2. 해

체를 발생시킨다는 상이한 기본기능이지만, 기본기능 1의 2

차기능인 1.3, 1.4, 1.5과 그 이하 3차기능은 기본기능 2의 

2차기능인 2.3, 2.4, 2.5와 그 이하 3차기능과 동일하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공통된 기술로 그룹핑하여 고려하면 

기술의 세분화  단순화 개가 가능하다.

개한 기능 에 소재를 다루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는 소

재 변경이라는 기능의 하 기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 이상 

변경이 어려운 물리 인 법칙이 하나의 기능으로 도출된 경

우도 더 이상 하 기능 개가 불가능하므로, 기능 개를 종

료해야 한다. 이와 같이 기능 개의 단은 Fig. 13의 경우 

경량소재를 사용한다는 하 기능인 1.5.1, 2.5.1, 3.5.1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하 기능 개가 어려우므로 여기에서 

종료한다.

3.3 기술트리 프로세스의 의의

기술트리 로세스의 의의는 세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

째, 기술트리 로세스는 고객의 잠재  니즈를 재화 시킬 

수 있는 기술역량을 구축하게 한다. 둘째, 과제 수행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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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echnology tree process of 3rd stage

Fig. 14 Tunnel structure

Fig. 15 Shape, support, and loading condition fo space 

truss structure

요소로서 기술  시장, 고객에 한 제반여건에 한 철 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셋째, 기술트리 개를 통하여 기술을 공

개하면서 연구자가 자신의 기술수 을 인식하게 되고, 공동 

개발자끼리의 컨센서스를 형성하여 새로운 발상의 가능성을 

확인  한다.

4. 기술트리 기능전개의 검증 프로세스

기술트리 로세스는 도출된 기능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검증 로세스가 필요하다. 검증 로세스는 기술트리 

로세스를 통해 기술개발의 방향이 명확해진다.

Fig. 13에 도시된 것과 같이 본 연구의 상 로젝트인 

구조물의 유지 리 가설공사용 입체트러스 시스템의 핵심기

능은 조립과 해체 시공시 노동력을 일 수 있고, 강  연결

부의 손상과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하 기능들의 조합이다. 

경량 고강도강  소재를 용한다면 기능 달성이 가능할 것

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는 로세스로서는 Fig. 10에 도

시된 것처럼 문헌연구, 해석연구, 실험연구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해석연구, 즉 구조해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4.1 기능전개의 검증 - 해석연구 개요

상 터 은 2차선 도로터 로서 건축한계선은 최소폭이 

10.7m, 최소높이는 4.8m를 경계로 입체 트러스 구조물이 

통과되도록 구성되며 Fig. 14와 같다.

상 터 에 통과되는 가설 입체 트러스 구조물은 KBC 

2009
[10]

의 경량구조물  경량지붕층에 합한 재하  조

건 80kg/m
2
을 용하며, 바깥 4개 의 핀 지지로 구성된

다. 이러한 구조물의 하 , 형상, 지 조건은 Fig. 15와 같다.

Fig. 13의 기능 개를 통하여 도출된 하 기능을 조합한 

핵심기능은 경량 고강도강을 용한 입체 트러스 구조물이다. 

이에 합한 소재로서 구조물용 강 소재인 인장강도 700MPa

 강 비계용 UL700
[4]

을 용한다. 기존의 STK500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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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finition of design parameters

Material STK500 UL700

Member Size
(mm)

Φ-48.6×2.3 Φ-48.6×1.8

Yielding Strength
(N/mm2)

325 595

Unit Weight
(kg/m)

2.63 2.08

Quantity
(kg)

299 237

Fig. 16 Structural behaviors by ABAQUS 6.5-1

Fig. 17 Load-displacement curve by using STK500 and 

UL700 as structural truss material

Fig. 18 Reference research by patents

교검증하며, 사용한 구조해석 로그램은 ABAQUS 6.5-1 

이다. 소재 물성치는 Table 1과 같다.

4.2 기능전개의 검증 - 해석연구 결과

Table 1의 STK500 제원을 용하 을 때 연직하 에 

한 푸쉬오버 비선형 해석[11].[12],[13]결과로서 입체 트러스 구

조물의 변형 양상은 Fig. 16과 같다. 수평거더 부분에 처짐

이 발생하고 양 측면부는 압축이 작용하 다. 인장력에 강한 

강재의 특성상 처짐변형에 비해 압축변형이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약 390MPa의 압축력이 발생하 고, 항복강도

가 400이상인 강재를 용한다면 구조 인 안 성에 문제가 

없다.

Fig. 17은 STK500, UL700 제원을 용했을 때 하 -

변  변화 양상을 나타낸다. 여기서 STK500은 강  두께가 

0.5mm가 더 두꺼워 기강도 확보 면에서 UL-700보다 다

소 유리함을 보인다. 그러나 UL700은 기존 STK500보다 3

배 이상의 연성능력이 확보됨을 알 수가 있다. 한 UL700

을 용한다면 동일성능 비 두께를 일 수 있으므로 STK 

500보다 약 25%의 물량 감 효과가 있다[14]. 따라서 자재 

운반성과 장 시공성도 향상될 수 있다.

4.3 기능전개의 검증 - 문헌연구

기능 개의 검증을 한 1차 인 방법은 논문이나 특허

(Fig. 18) 는 유사연구 등의 문헌을 조사하는 데 있다. 가

장 쉬운 방법 에 하나이다.

5. 결  론

기술트리 로세스는 과제를 비하는 연구기획 단계 는 

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기술원리, 핵심기술, 기능 개를 통한 세

부 요소 기술도출이 가능한 효과 인 과학  사고방법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트리의 기능 개방식을 통해, 차량이 

차단되지 않고도 터 의 유지보수 용도로 가능한 입체트러스 

시스템을 고안하고 이를 해석 으로 검증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사  로세스와 기술트리 로세스의 

연계성, 기술트리 로세스와 검증 로세스 간의 피드백 

계성을 제안하고 있다. 즉, 기존의 연구 방법론인 사  로

세스가 어떻게 기술트리와 연계가 가능한지를 증명하여 기술

트리 방법론의 일반화가 가능하도록 유도하 다. 한 기술트

리 로세스로서 성과지표가 명확한 검증 로세스 결과물을 

유도할 수 있었고, 검증 로세스는 기술트리 기능 개의 신

뢰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 다.

이러한 기술트리 로세스의 효용성을 증명하기 하여 강

구조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조형식인 입체 트

러스 구조물을 상 로젝트로 하고, 이동  변형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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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스마트한 핵심기능을 부여하여 기술트리 기능 개  

검증을 한 문헌연구와 해석연구 로세스를 수행하 다. 

본 연구의 의미는 산업공학, 경 기술(이원일, 2008; 이

종환, 2002) 등의 분야에 이미 범용 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트리 가능 개 과학  방법론을 강구조 분야에 용했다

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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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연구 로젝트의 기술과 기술의 기능의 체계  에서 기술트리라는 과학 인 방법론의 사례를 제공한다. 기술트리 

로세스를 활용하여, 강구조물 에 가장 범용 으로 사용되고 있는 입체 트러스 구조물을 상으로, 차량을 차단하지 않는 터  가설공사에 

합한 스마트한 입체 트러스 구조물이 되기 한  세부 기능과 요소기술을 도출하는 기술 개 방법론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

능분석 방법론은 문헌, 해석연구를 통한 검증 로세스를 통해 피드백이 가능함을 증명하 고, 향후 타 분야 기술의 효과 인 세부기능 개 

 요구기술 도출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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