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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즈(TRIZ)란 러시아에서 탄생한 ‘창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으로 삼성, LG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트리즈를 활용하여 기계 

및 전자 분야에서 혁신적 제품을 개발해왔으나, 바이오 분야에서 

트리즈가 적용되어 성공한 사례는 매우 드문 현실이다. 그러나 트리즈가 

내재하고 있는 창의적·혁신적 기술개발 접근방법은 바이오 분야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보고서에서는 바이오 분야에서도 트리즈의 도입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126번째로 발간되는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총서로서 

“바이오 분야에서의 트리즈 적용사례 연구”라는 보고서명으로 

트리즈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다른 분야에서의 활용방법, 그리고 

바이오 분야에서 트리즈가 적용된 사례를 분석하여 트리즈가 바이오 

분야의 연구 및 기술개발 혁신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바이오 

분야에서의 트리즈 접근방법과 그 가능성을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의 내용이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자, 관련 기업, 

그리고 정부의 생명공학 정책입안자들에게 유용한 기술 및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서는 

바이오 분야의 전문가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다 양질의 정책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주신 트리즈센터의 윤홍열 대표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두병 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 4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장 현 병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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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오 분야에서의 트리즈(TRIZ) 적용 사례-Ⅰ  1

1. 바이오 분야에서의 트리즈(TRIZ) 용 사례-Ⅰ

트리즈란 러시아에서 탄생한 ‘문제를 발명 ·창의 으로 해결하기 한 

이론’으로 지 까지는 자  기계 분야에서 성공 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바이오 분야에서도 트리즈의 도입으로 창의 이고 신 인 

연구  기술개발 성과 확보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가. 용분야 개요

  

첫 번째 용 사례는 비만과 련하여 특히, 지방소립(lipid droplet) 축 에 

여하는 주요 단백질들을 지방세포로부터 추출해내는 방법을 찾아내고자 

트리즈를 활용함

*  본 사례는 2006년 아모  퍼시픽 연구소 조시  박사 과 트리즈센터의 

윤홍열 표가 3개월 간 공동 수행한 트리즈 시범 용과제임

  (http://www.trizcenter.co.kr/dataroom)

비만을 억제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인체 세포 내부에 지방소립(lipid droplet)을 
축적하는데 관여하는 주요 단백질의 특성 파악이 필요함

○ 본 과제에 앞서서 이루어진 연구결과에 따르면, Prp19p라는 단백질이 지방소립 
축적에 관여하는 주요 단백질 중 하나로 밝혀짐

 따라서 Prp19p와 결합하는 단백질들을 확인하기 위해 Prp19p가 다른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로 지방세포로부터 추출해야 했으나, 적합한 추출방법을 찾아내는데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을 소요해야 했음

기존의 방법으로는 Prp19p 단백질 결합체를 지방세포로부터 추출해 내기 위해 
지방세포의 단백질 결합체들의 결합을 모두 해제시켜야만 함

○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이 Sodium Dodecyl Sulfate(SDS)를 
이용하여 분리시키는 것임

 그러나 이 방법을 활용할 경우, 지방세포의 모든 단백질이 분리되어 목표 단백질 
결합체를 얻어낼 수 없음



￭정책기획 2010-2

2  바이오 분야에서의 트리즈(TRIZ) 적용사례 연구
따라서 새로운 추출방법을 찾아내는 데에 많은 시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모하게 됨

⇨ 이에 TRIZ를 도입하여 기존 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TRIZ를 통해 혁신적인 단백질 추출방법을 확보하고자 함

나. 분석방법

가장 먼저 TRIZ의 아이디어 도출기법을 활용하기 위해 OTSM 사고법의 ENV 
model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문제를 정의함

[표 1] 과제 목표의 ENV 모델

El ement Name of Feat ure
Val ue of Feat ure

Current Desi red

Other cell components Position With Prp19p + proteins
Away from Prp19p + 

proteins

○ 정의된 ENV model에 따라 문제 상황을 선입견이나 심리적 관성을 최소화하면서 
분석하고자 OTSM에 따른 Multi Screen Thinking을 수행하여 아래의 표와 같은 
분석결과를 얻음

[표 2] OTSM에 따른 Multi Screen Thinking

Envi ronment al  
Component s

Ti me-2: Before  
Int roduct i on of 

SDS

Ti me-1: Duri ng  
React i on wi th SDS

Ti me 0: SDS  
Introduct i on and  

Mi xi ng

Ti me 1: 
Det ect i ng  
(Ant i body  

Int roduct i on)

(Components of) 
Supersystem & 

Environment

Other protein, H2O, 
NP40, Sodium 

deoxy cholate, PBS

Other protein, H2O, 
NP40, Sodium deoxy 

cholate, PBS

Other protein, H2O, 
NP40, Sodium deoxy 

cholate, PBS
Antibody: 2 types

System
Prp19p + SNAPap + 
Lipid droplet: binded

???
Prp19p, SNAPap, 

Lipid droplet: (all of 
them are dissociated)

Subsystem
Prp19p, SNAPap, 

Lipid droplet:
???

Prp19p, SNAPap, 
Lipid droplet:

Multi Screen Thinking 분석결과에 따라 SDS와 지방세포 내부 구성요소와 
상호작용하는 때(표2에서 음영표시 부분)가 주요 문제시점임을 확인함

○ 확인한 문제시점과 문제현상 영역에 대해 기능분석을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행하여 관련된 문제 목록을 얻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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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도출된 문제시 / 역에 한 기능분석

○ 명확히 알 수 없는 기능관계에 대해 OTSM의 사고법을 도입하여 가설적인 
기능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얻어진 기능분석 결과로부터 과제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모순을 선정하여 그림 2와 같이 분석함

 목표 단백질 Prp19p의 단백질 결합체를 추출하기 위해 다른 단백질을 분리하는 
데에 사용하는 계면 활성물질인 SDS의 농도가 4% 이상이어야 함

 그러나 SDS의 농도가 4% 이상이 되면 Prp19p의 단백질 결합체마저 분리되어 
Prp19p와 결합한 단백질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음

 이러한 상황은 물리적 모순과 기술적 모순이라는 TRIZ의 전통적인 문제 서술 
방식으로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그림 2] 기능분석 결과 얻어진 주요 모순



￭정책기획 2010-2

4  바이오 분야에서의 트리즈(TRIZ) 적용사례 연구
도출된 모순을 극복하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하여 ARIZ-85C의 Part 1 과정에 
따라 문제를 재정의함

○ ARIZ-85C의 Part 1-3에서 극복하고자 하는 모순의 두 가지 상황을 그림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정리함

 원래 ARIZ-85C에 따르면 본 과제의 상위목적에 더 부합하는 경우 (b)를 
선택하여 추가적인 문제 분석을 수행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함

 하지만 본 과제의 경우, 과제 수행 기간의 제약조건 때문에 아이디어 확인 시험 
기간이 짧은 경우 (a)에 대해 Inventive Standard를 적용하여 해결 아이디어를 
도출함

ARIZ-85C의 Part 1-4에서 1-7를 거쳐 최종 으로 도출된 문제모델에 해 

Inventive Standard 1-2-1을 용하여 해결 아이디어를 도출함

[그림 3] ARIZ-85C Part 1-3에 따른 모순의 도형모식

[그림 4] ARIZ-85C Part 1-7에 따라 도출된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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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결과

문제를 정의하면 두 물질 사이에 원하지 않는 영향이 작용하고 있고, 두 물질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 없는 문제 상황임 

○ Inventive Standard 1-2-1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 둘 사이에 제 3의 물질을 
도입하여 그 원하지 않는 영향이 미치지 못하도록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이 유력한 
해결사고법임

 이에 따라 도입할 제 3의 물질들을 제안하여 이 후보물질들에 대해 그림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효과를 확인함

제안된 후보물질 : ① 3,3´-Dithiobis [sulfosuccinimidylpropionate](DTSSP),  

② 4-succinimidyloxycarbonyl-α-methyl-α-[2-pyridyldithio] toluene(SMPT), ③ 

Dimethyl 3,3'-dithiobispropionimidateo2HCl(DTBP), ④ Dithiobis Succinimidyl 

Propionate(DSP) 

⇨ 시험결과에 따르면 DSP를 사용하는 경우에 가장 유용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이후 DSP를 이용한 추가적인 연구가 성공리에 진행되었고 본 결과는 관련 
연구분야에서 최초의 성공사례가 됨

[그림 5] 후보물질에 한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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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시사

바이오 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해왔음

○ 이상에서 설명한 사례와 같이 TRIZ 접근방법을 잘 활용한다면, 시행착오를 최소한 
줄여 투입되는 시간과 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번 사례에서는 OTSM에 바탕을 두고 TRIZ 사고법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시행착오로 지방세포에서 Prp19p 단백질 결합체를 성공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고안하게 됨

바이오 분야에서 TRIZ 사고법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문제 모델링이 필요함

○ Classical TRIZ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대적인 TRIZ 사고법인 OTSM의 
ENV Modeling, Multi Screen Thinking 등과 기타 Function Analysis 등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함

 그러나 본 사례를 통해 Classical TRIZ의 Inventive Standard 또한 바이오 
분야에서도 적용하기에 유용하고 효과적인 아이디어 도출기법임을 확인함 

연구  기술개발, 제품개발에 트리즈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바이오 분야에서도 트리즈를 활용한 다양한 성공사례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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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오 분야에서의 트리즈(TRIZ) 용 사례-Ⅱ

가. 용분야 개요

  

두 번째 용 사례는 성체 기세포에서 특히, 세포치료제로 리 사용되는 

간엽 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의 in vitro expansion 향상기술에 

한 창의 인 아이디어 확보 차원에서 추진함

줄기세포는 세포치료제, 신약개발, 생체조직공학 등에 활용되어 광범위한 질환 
치료에 대한 가능성을 보유한 소재로서 관심 받고 있음

○ 그러나 줄기세포 활용을 위한 이상적인 조건에 도달하기 위해서 면역거부반응, 
종양형성, 분화유도, 대량증식 등 극복해야할 과제들이 남아 있음

 특히, 세포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는 중간엽 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는 
골수, 지방 및 제대혈 등 다양한 조직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으나, 얻을 수 있는 
양에 제한이 있어서 체외에서 대량으로 증식하는 과정이 필요함

중간엽 줄기세포를 체외에서 대량 증식하기 위해서는 ① 배지 개발 기술, ② 대량 
배양기술 및 ③ 세포 증식 유도 기술들이 활발히 연구 개발되고 있음

○ 중간엽 줄기세포의 분화능력을 유지한 채로 가능한 단기간에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배지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인체에 적용하여 치료할 때의 안전성과 제품 생산의 일관성을 위해서 혈청 
등의 동물 유래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무혈청 배지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 대량 배양기술은 중간엽 줄기세포를 대량으로 증식할 수 있는 일련의 기법, 장치 
및 공정기술 등을 의미함

 플라스크나 dish 및 roller bottle 등을 이용한 표면 부착식의 monolayer 
배양기술들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히알우론이나 콜라젠 등의 다양한 
지지체들을 이용하여 3차원적으로 배양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음

○ 중간엽 줄기세포의 증식과 분화기작 이해가 높아지면서 세포 증식인자와  세포노화 
억제인자 등을 사용하는 다양한 세포 증식 유도기술들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음 

 세포증식을 유도하는 FGF(Fibroblast Growth Factor), PDGF-BB(Platelet- 
derived Growth Factor-BB), EGF(Epidermal Growth Factor), IGF(Insulin-like 
Growth Factor) 등이 분화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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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세포의 노화 현상을 막고 지속적인 세포 증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항산화제들의 사용이 시도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화학적·세포적·분자생물학적 방법 등을 포함하여  
중간엽 줄기세포의 체외 증식 향상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확보하고자 함

나. 분석절차 및 방법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믹스융합연구센터 오두병 박사가 본 분석의 체 

과정에서 참여하여 분석 내용 검토와 자문 역할을 수행함

연구 및 기술개발 주제에 대한 명확한 Bottleneck 및 Target 정의
○ 중간엽 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의 체외(in vitro) 증식 향상 연구 및 

기술분야로 정의함
[표 3] 본 분석에서의 반 인 추진 차

순서 분석 차 분석방법

1
연구  기술분야 선정

- 력 연구자 선별  분석 차 논의

주제에 따른 연구자 선정, 

연구자에 따른 주제선정

2
연구  기술개발 주제에 한 명확한 Bottleneck 혹은 Target 정의

- 연구  기술개발 주제의 목표에 근거한 문제   Target 정의 
연구자 공동작업

3

자연어 검색

- 먼  자연어 검색결과로 정보 스크리닝  Device model 구축용 

구조에 한 아이디어 확보

연구자 공동작업

4

Solution manager 이용 Device model 구축

- 명확하고 단순화된 형태로 모델 도식화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Action과 Parameter 선별

연구자 공동작업

5

각 Parameter별 특허내용 분석

- 정성  분석 주로 정리-테이블, 스텝별

- 문제  해결방법 혹은 Target은 무엇인지 정리 

연구자 공동작업

6 최종보고서 작성
분석과정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

7
* 제시된 해결방법에 따라 연구추진

- 해결방법에 따른 세부 인 추진방안 수립

연구  기술개발 주제  

련 신규과제 추진

8
* 연구결과의 성공여부 모니터링 연구성과 평가

 * 해당순서는 제안된 방법을 연구자가 실질 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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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어 검색식 설정

○ 트리즈 GoldFire Innovator 시스템의 Knowledage Search를 이용하여 관련 분야의 
특허를 검색함

 특허를 검색할 때, GoldFire Innovator에서 제공하는 자연어 검색 시스템(Semantic 
Analysis)를 활용함

미국등록  출원특허, 유럽등록  출원특허, PCT 공개특허, 일본 문 록 

공개특허의 문을 상으로 검색년도 제한 없이 검색하 으며 각 단어의 

유의어를 포함함

[표 4] 특허검색를 한 자연어 검색식

자연어 검색식

- How to expand the mesenchymal stem cell in vitro?

- How to prolong the mesenchymal stem cell proliferation?

- How to prevent senescence in the mesenchymal stem cell propagation?

- How to prevent aging in the mesenchymal stem cell propagation?

- How to prevent growth arrest of the mesenchymal stem cell proliferation?

[그림 6] GoldFire Innovator를 이용한 Knowledge Search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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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검색 전용 DB에서 관련 분야의 논문을 검색하여 그 

결과를 GoldFire Innovator에서 제공하는 Knowledge Base로 구축한 후 특허와 
같이 자연어 검색을 실시함

 Elsevier사의 Scopus DB를 이용하여 발표년도, 연구분야, 문서형태(Article, 
Review, Conference Paper 등 모두 포함) 제한 없이 논문의 제목, 초록, 키워드를 
대상으로 검색(Boolean 검색)함

[표 5] Scopus DB를 이용한 논문 검색식(Boolean 검색식)

검색식 검색건수

- "mesenchymal stromal cell*" OR "mesenchymal stem cell*" AND ("in 
vitro" OR "ex vivo") AND (expan* OR prolifer* OR propagat*)

1,996

- "mesenchymal stromal cell*" OR "mesenchymal stem cell*" AND (aging 
OR senescence OR "growth arrest*")

410

 검색된 논문정보를 초록까지 포함한 형태로 다운로드하여 트리즈 GoldFire 
Innovator 시스템 내의 Knowledge Base Producer를 이용하여 Knowledge Base로 
구축하여 특허와 함께 논문을 자연어로 다시 검색함

[그림 7] Knowledge Base Producer를 이용한 개인  Knowledge Base 구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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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연 부분 특허명칭 특허번호 연 도

1

Collagen bound TGF&bgr; 1 
-Thrombi n-Col l agen fusi on prot ei ns 
can function effectively to sel ect  and 
expand (capture) a popul ati on of 
mesenchymal  st em cel l s i n vi t ro.

Bone morphogenetic 
proteins and their use in 
bone growth

US-6352
972 B1

Most 
relevant

2

Collagen bound TGF. beta.. sub.1 -F2  
fusi on protei ns can function effectively to 
select and expand (capture) a popul at i on 
of mesenchymal  stem cel l s i n vi tro.

Artificial skin prepared 
from coclagen matrix 
containing transforming 
growth factor-.beta. 

US-5800
811

Most 
relevant

다. 분석결과

1) 특 허   논 문 검 색  결 과

특허검색 결과
○ 자연어 검색방법을 이용하여 관련 특허 중 연관도가 높은 특허들을 선별하고 

이 특허들을 대상으로 이후의 심층적 내용분석을 진행함
 연관도는 Most relevant와 Related로 표현되는 2가지로, 자연어 검색식과 

연관도가 높은 특허 명세서 부분을 추출하여 볼 수 있음
Most relevant란? 자연어 검색식의 “동사+목 어(+보어)”를 검색 상의 한 문장 

내에 동일한(유의어 포함) 의미로 표 되어 있는 경우에 찾아냄

Related란? 자연어 검색식의 “동사+목 어(+보아)”가 검색 상의 한 문장으로 

표 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이 근 하게 치하는 경우에 찾아냄

 아래의 검색결과 중 1번에 해당하는 검색결과(Most relevant 10개 특허, Related 
20개 특허)를 대상으로 이후의 분석을 진행함

[표 6] 특허검색를 한 자연어 검색식  검색결과

번호 자연어 검색식 Most  
rel evant 수 Rel at ed 수

1 - How to expand the mesenchymal stem cell in vitro? 10 2,196,751

2 - How to prolong the mesenchymal stem cell proliferation? 0 231,206

3 - How to prevent senescence in the mesenchymal stem cell 
propagation? 0 2,671

4 - How to prevent aging in the mesenchymal stem cell 
propagation? 0 20,227

5 - How to prevent growth arrest of the mesenchymal stem cell 
proliferation? 0 130,142

[표 7] 심층분석 상이 되는 특허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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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ng a collagen binding 
site

3

The method of claim 11, further comprising 
determining the % platelet lysate for 
administering to the patient by first 
determining what % of platelet lysate is 
necessary to optimally culture expand the 
patient's mesenchymal stem cells in vitro  
and using this same %...

COMPOSITIONS AND 
METHODS TO 
PROMOTE 
IMPLANTATION AND 
ENGRAFMENT OF 
STEM CELLS

WO-2009
085969 
A2

Most 
relevant

4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hMSCs) 
were isolated from explants of human bone 
marrow (approved by the Helsinki 
Committee Board of the Hadassah Medical 
Center, Jerusalem, Israel) and expanded in 
vi tro.

BMP-6 ESTROGEN 
RESPONSIVE ELEMENT 
AND METHODS OF USE 
THEREOF

US-20090
169526 
A1

Most 
relevant

5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hMSCs) 
can be easily isolated from adults and 
expanded rapi dl y i n vi t ro.

CONTROLLING 
OSTEOGENESIS BY 
INHIBITION OF 
OSTEOGENIC 
SUPPRESSORS

US-20080
038202 
A1

Most 
relevant

6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hMSCs) 
can be easily isolated from adults and 
expanded rapidly i n vi t ro.

CONTROLLING 
OSTEOGENESIS BY 
INHIBITION OF 
OSTEOGENIC 
SUPPRESSORS

WO-2008
019159 
A2

Most 
relevant

7 For example, mesenchymal  st em cel l s 
can be expanded in number i n vi t ro.

Methods and Materials for 
Providing Cardiac Cells

US-20080
019944 
A1

Most 
relevant

8

[00741 In a matched pair analysis study, it 
was demonstrated that i n vi tro expanded  
mesenchymal  stem cel l s reduced both 
acute and chronic graft versus host disease 
in the allogeneic bone marrow transplant 
setting.

TREATMENT OF DISC 
DEGENERATIVE 
DISEASE AND 
COMPOSITIONS FOR 
SAME

WO-2007
136673 
A2

Most 
relevant

9

In a matched pair analysis study, it was 
demonstrated that i n vi t ro expanded  
mesenchymal  stem cel l s reduced both 
acute and chronic graft versus host disease 
in the allogeneic bone marrow transplant 
setting.

Method for expansion of 
stem cells

US-20060
182724 
A1

Most 
relevant

10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hMSCs) 
were isolated from explants of human bone 
marrow (approved by the Helsinki 
Committee Board of the Hadassah Medical 
Center, Jerusalem, Israel) and expanded in 
vi tro.

BMP-6 estrogen 
responsive element and 
methods of use thereof

US-20050
272678 
A1

Most 
relevant

11

The present invention provides methods for 
directing mesenchymal  st em cel l s 
cultivated i n vi tro to differentiate into 
specific cell lineage pathways prior to, or at 
the time of, their implantation for the 
therapeutic treatment of pathologic 
conditions in 

Lineage-directed 
induction of human 
mesenchymal stem cell 
differentiation

US-59422
25 Related

12 The present invention provides methods for 
directing mesenchymal  st em cel l s 

Lineage-directed 
induction of human 

US-57363
96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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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ivated i n vi tro to differentiate into 
specific cell lineage pathways prior to, or at 
the time of, their implantation for the 
therapeutic treatment of pathologic 
conditions in 

mesenchymal stem cell 
differentiation

13

What is needed, therefore, is a method for 
expanding embryonic stem cel l s i n vi tro  
that does not require such feeder cells and 
which maintains the stem cells in their 
undifferentiated and pluripotent state, thereby 
reducing the number of embryos or fetuse

Embryonic stem cells, 
clin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for expanding in 
vitro

US-20030
017587 
A1

Related

14

...for obtaining the angiogenesis and 
vasculogenesis inducing factors as set forth 
in claim 6, said process comprising the 
steps of: isolating and purifying human 
mesenchymal stem cell s from tissue prior 
to differentiation; and culture expanding the 
mesen

Materials from bone 
marrow stromal cells for 
use in forming blood 
vessels and producing 
angiogenic and trophic 
factors

US-20050
158397 
A1

Related

15

The invention relates to isolated human 
mesenchymal  stem cel l s, a method for 
isolating, purifying, and culturally expanding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i e. 
mesenchymal stem cells or "MSCs"), and 
characterization of (including by cytokine 
expression pro

Monoclonal antibodies for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US-60871
13 Related

16

The invention relates to isolated human 
mesenchymal  stem cel l s, a method for 
isolating, purifying, and culturally expanding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i.e. 
mesenchymal stem cells or "MSCs"), and 
characterization of (including by cytokine 
expression pro

Monoclonal antibodies for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US-58375
39 Related

17

Isolated human mesenchymal  st em cel l s,  
a method for isolating, purifying, and 
culturally expandi ng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i.e. mesenchymal stem cells or 
"MSCs"), and characterization of (including 
by cytokine expression profiling) and uses, 
particu

Connective tissue 
regeneration using human 
mesenchymal stem cell 
preparations

US-58110
94 Related

18

Isolated human mesenchymal  st em cel l s 
which can differentiate into more than one 
tissue type (e.g. bone, cartilage, muscle or 
marrow stroma), a method for isolating, 
purifying, and culturally expandi ng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i.e. "mesenchymal 
stem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US-54863
59 Related

19

...process for obtaining the angiogenesis 
and vasculogenesis inducing factors as set 
forth above, the process including the steps 
of isolating and purifying human 
mesenchymal stem cell s from tissue prior 
to differentiation and then culture 
expandi ng the m

MATERIALS FROM 
BONE MARROW 
STROMAL CELLS FOR 
USE IN FORMING 
BLOOD VESSELS AND 
PRODUCING 
ANGIOGENIC AND 
TROPHIC FACTORS

US-20090
169527 
A1

Related

20 As a result, the inventors have developed a 
process for isolating and purifying human 

Nitric oxide donors for 
treatment of disease and 

US-20050
143388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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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enchymal stem cell s from tissue prior 
to differentiation and then culture 
expandi ng the mesenchymal stem cells to 
produce a valuable tool for musculoskeletal 
therapy.

injury A1

21

A commercial example of this approach is 
Carticell® (Genzyme Corp., Boston, Mass.), 
wherein a process and device that expands 
a patient's own articular cartilage cells 
(chondrocytes) i n vi t ro and return them 
within a type I collagen matrix for treatment o

Biomimetic composition 
reinforced by a 
polyelectrolytic complex of 
hyaluronic acid and 
chitosan

US-75245
14 B2 Related

22

The composition of claim 9, wherein the 
pluripotent cells are sel ect 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stromal cells, 
mesenchymal  stem cel l s,  and mixtures 
thereof. A commercial example of this 
approach is Carticell.RTM. (Genzyme Corp., 
Boston, Mass.), wherei

Biomimetic composition 
reinforced by a 
polyelectrolytic complex of 
hyaluronic acid and 
chitosan

US-20050
214341 
A1

Related

23

The device of claim 25, wherein th& 
pluripotent cells are sel ect 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stromal cells, 
mesenchymal  stem cel l s, and mixtures 
thereof. A commercial example of this 
approach is Carticello (Genzyme Corp., 
Boston, MA), wherein a process

A BIOMIMETIC 
COMPOSITION 
REINFORCED BY A 
POLYELECTROLYTIC 
COMPLEX OF 
HYALURONIC ACID AND 
CHITOSAN

WO-2005
054440 
A2

Related

24

...s); and (4) treatment of a host with 
abnormal genetic expression with MSCs 
culture- expanded by incubation with... 
...mesench ,)mal stem cells US Patent 
(appl.) 20040180043 Cardiac tranTlantation 
of stem cells for the treatment of heart 
failure US Pate

OLIGONUCLOTIDES 
STIMULATORY OF THE 
MESENCHYMAL STEM 
CELL PROLIFERATION 
AND USES THEREOF

WO-2006
128885 
A2

Related

25

Importantly, the discovery of the present 
invention that mesenchymal  st em cel l s, 
which are of mesodermal origin, can be 
differentiated in vitro to hepatocytes or cells 
with phenotypic features of hepatocytes, 
which are of endodermal origin, is surprising 

DIFFERENTIATION OF 
STEM CELLS AND 
STABILIZATION OF 
PHENOTYPICAL 
PROPERTIES OF 
PRIMARY CELLS

WO-2006
045331 
A1

Related

26

The present invention provides methods for 
directing mesenchymal  st em cel l s 
cultivated i n vi tro to differentiate into 
specific cell lineage pathways prior to, or at 
the time of, their implantation for the 
therapeutic treatment of pathologic 
conditions in 

LINEAGE-DIRECTED 
INDUCTION OF HUMAN 
MESENCHYMAL STEM 
CELL 
DIFFERENTIATION

EP-80585
3 B1 Related

27

The present invention provides methods for 
directing mesenchymal  st em cel l s 
cultivated i n vi tro to differentiate into 
specific cell lineage pathways prior to, or at 
the time of, their implantation for the 
therapeutic treatment of pathologic 
conditions in 

Lineage-directed 
induction of human 
mesenchymal stem cell 
differentiation

EP-17173
10 A1 Related

28

...by a variety of viral-mediated methods), 
into cell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mesenchymal  stem cel l s (including... 
Alternatively, and preferably, adult stem cells 

Conditionally immortalized 
long-term stem cells and 
methods of making and 
using such cells

US-20070
116691 
A1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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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isolated from a tissue source and then 
expanded or enriched in vitro by exposure

29

In another embodiment, there is provided a 
method of use of an isolated, non-culture 
expanded mesenchymal stem cell for the 
preparation of a medicament for 
administration to a subject, wherein the 
non-culture expanded mesenchymal stem 
cell is isolated via

Methods of implanting 
mesenchymal stem cells 
for tissue repair and 
formation

US-20080
112936 
A1

Related

30

Use of an isolated, non-culture expanded  
mesenchymal stem cell in the preparation 
of a medicament for administration to a 
subject, wherein the non-culture expanded 
mesenchymal stem cell is obtained via the 
method of claim 1. ...Bruder S P. Culture 
expande

Methods of implating 
mesenchymal stem cells 
for tissue repair and 
formation

US-20050
249731 
A1

Related

번호 연 부분 논문제목 연 도

1

...University, Heilongjiang 150001, China;  
Harbin Red Cross Central Hospital, 
Heilongjiang, China ABSTRACT: Third 
trimester amniotic fluid (AF)-derived 
human mesenchy mal  st em cel l s 

The 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human third 
trimester amniotic 

(2009) Journal 
of 
International 
Medical 
Research, 37 

Most 
relevant

논문검색 결과
○ Knowledge Base로 구축된 논문 DB를 대상으로 특허검색에서 활용한 자연어 

검색식을 이용하여 관련 논문 중 연관도가 높은 논문들을 선별하고 이 논문들을 
대상으로 이후의 심층적 내용분석을 진행함

 연관도는 특허에서와 같이 Most relevant와 Related로 표현되는 2가지로, 자연어 
검색식과 연관도가 높은 논문을 추출하여 볼 수 있음

특허에서 사용한 자연어 검색식  아래의 표와 같이 2가지 자연어 

검색식에서 검색결과를 확보함

 아래의 검색결과 중 1번에 해당하는 검색결과(Most relevant 11개 논문, Related 
20개 논문)를 대상으로 이후의 분석을 진행함 

[표 8] 논문검색를 한 자연어 검색식  검색결과

번호 자연어 검색식 Most  
rel evant 수 Rel at ed 수

1 - How to expand the mesenchymal stem cell in vitro? 11 1,012

2 - How to prevent aging in the mesenchymal stem cell 
propagation? 0 1,022

[표 9] 심층분석 상이 되는 논문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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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s) can be greatly expanded i n 
vi t r o and induced to differentiate into 
multiple mesenchymal cell types.

fluid stem cells
(1), pp. 
105-112.

2

...Osaka City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4-3 Asahi-machi, Abeno-ku, 
Osaka, Osaka, 545-8585, Japan 
ABSTRACT: Mesenchymal  st em cel l s 
(MSCs) should be expanded i n vi t r o  
while maintaining their multilineage 
potential before differentiation to one 
mesenchymal lineage for application to 
regeneration therapy.

Influence of fetal calf 
serum on 
differentiation of 
mesenchymal stem 
cells to 
chondrocytes during 
expansion

(2008) Journal 
of Bioscience 
and 
Bioengineerin
g, 106 (1), 
pp. 46-50.

Most 
relevant

3

...I'Ingenieur, Universite Denis Diderot, 10 
Avenue de Verdun, 75010 Paris, France 
ABSTRACT: Standardized particulate 
bone constructs, obtained by expandi ng  
autologous mesenchymal  st em cel l s 
(MSCs) onto coral granules i n vi t r o, 
were transplanted into long-bone, 
critical-size defects in sheep.

Long-bone 
critical-size defects 
treated with 
tissue-engineered 
grafts: A study on 
sheep

(2007) Journal 
of 
Orthopaedic 
Research, 25 
(6), pp. 
741-749.

Most 
relevant

4

Adult bone marrow-derived rat 
mesenchy mal  st em cel l s (BMSCs) 
were expanded i n vi t r o on Permanox 
Lab-Tek¢ç

Comparison of 
standard surface 
chemistries for 
culturing 
mesenchymal stem 
cells prior to neural 
differentiation

(2006) 
Biomaterials, 
27 (24), pp. 
4333-4339.

Most 
relevant

5

Conclusion: It was demonstrated that 
ovine mesenchymal  st em cel l s, derived 
from umbilical cord blood (sheep 
unrestricted somatic stem cells, S-USSCs), 
can be isolated via gradient density 
centrifugation and expanded i n vi t r o.

Ovine cord blood 
accomodates 
multipotent 
mesenchymal 
progenitor cells

(2006) In 
Vivo, 20 (2), 
pp. 205-214.

Most 
relevant

6
Design: Human mesenchymal  st em 
cel l s were cultured, cryopreserved, and 
expanded i n vi t r o.

Quantitative study of 
tissue-engineered 
cartilage with human 
bone marrow 
mesenchymal stem 
cells

(2005) 
Archives of 
Facial Plastic 
Surgery, 7 
(1), pp. 7-11.

Most 
relevant

7

...Department of Orthopaedics, 
China-Japan Union Hospital, Jilin 
University, Changchun 130033 Jilin 
Province, China ABSTRACT: Aim: To 
culture, passage, expand, 
cryopreservate, thaw and differentiate 
human mesenchy mal  st em 
cel l s(hMSCs) i n vi t r o, in order to set 
foundation for cell transplantation and 
construction of tissue engineered bone.

Several affecting 
factors in culture 
and differentiation of 
human bone marrow 
stromal cells in vitro

(2004) 
Chinese 
Journal of 
Clinical 
Rehabilitation, 
8 (20), pp. 
3958-3959.

Most 
relevant

8

Mesenchymal  st em cel l s may be 
isolated and expanded i n vi t r o and 
they are capable to differentiate into a 
variety of tissues, including bone, 
cartilage, muscle and adipose tissue.

Mesenchymal stem 
cells: From biology 
to clinical 

(2003) 
Recenti 
Progressi in 
Medicina, 94 
(11), pp. 
478-483

Most 
relev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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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RESULTS: Mesenchymal  st em cel l s 
were proliferative and could be 
expanded rapidly i n vi t r o.

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mesenchymal stem 
cells in vitro derived 
from bone marrow 
of banna minipig 
inbred line

(2002) 
Chinese 
journal of 
reparative 
and 
reconstructive 
surgery, 16 
(5), pp. 
354-358.

Most 
relevant

10

Interpretation: Infusion of mesenchy mal  
st em cel l s expanded i n vi t r o, 
irrespective of the donor, might be an 
effective therapy for patients with 
steroid-resistant, acute GVHD.

Mesenchymal stem 
cells for treatment of 
steroid-resistant, 
severe, acute 
graft-versus-host 
disease: a phase II 
study

(2008) The 
Lancet, 371 
(9624), pp. 
1579-1586.

Most 
relevant

11

Bone marrow (BM) is an excellent 
source of mesenchy mal  st em cel l s 
(MSC) which can be expanded i n vi t r o  
for further use.

Isolation of large 
numbers of 
mesenchymal stem 
cells from the 
washings of bone 
marrow collection 
bags: 
Characterization of 
fresh mesenchymal 
stem cells

(2007) 
Transplantatio
n, 83 (8), pp. 
1019-1026.

Most 
relevant

12

Mesenchymal  st em cel l s (MSC) 
derived from various sources such as 
bone marrow or fat have been 
expanded in culture and differentiated in 
vi t r o into several lineages such as 
adipocytes, osteocytes or chondrocytes.

Mesenchymal stem 
cell aging

(2005) 
Experimental 
Gerontology, 
40 (12), pp. 
926-930.

Related

13

...Adelbert Road, Cleveland, OH 
44106-7080, United States ABSTRACT: 
Human mesenchymal  st em cel l s 
(hMSCs) expanded with and without 
fibroblast growth factor (FGF) 
supplementation were compared with 
respect to their proliferation rate, ability 
to differentiate along the chondrogenic 
pathway in vi t r o, and their gene 
expression profiles. hMSCs expanded in 
FGF-supplemented...

FGF-2 enhances 
the mitotic and 
chondrogenic 
potentials of human 
adult bone 
marrow-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2005) Journal 
of Cellular 
Physiology, 
203 (2), pp. 
398-409.

Related

14

Eslaminejad, M.B.a , Nadri, S.b  Murine 
mesenchy mal  st em cel l  isolated and 
expanded in low and high density 
culture system: surface antigen 
expression and osteogenic culture 
mineralization (2009) In Vi t ro Cellular and 
Developmental Biology - Animal, pp. 1-9.

Murine mesenchymal 
stem cell isolated and 
expanded in low and 
high density culture 
system: surface 
antigen expression 
and osteogenic 
culture mineralization

(2009) In 
Vitro Cellular 
and 
Developmenta
l Biology - 
Animal, pp. 
1-9. Article in 
Press.

Related

15

Classically, these interactions are tested 
i n vi t r o using mesenchymal  st em cel l s 
(MSCs) isolated and ex vivo expanded  
from bone marrow aspirates.

In vitro differentiation 
of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on Ti6Al4V 
surfaces

(2008) 
Biomaterials, 
29 (7), pp. 
809-824.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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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human 
mesenchy mal  st em cel l s (MSC) and 
human fibroblastoid cell line (HFCL) as 
feeder layer on expansion of umbilical 
cord blood CD34(+) cells i n vi t r o, (60)Co 
gamma-ray irradiated MSC and HFCL 
were used as feeder layer to expand  
cord blood CD34(+) cells in culture...

Effects of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and 
fibroblastoid cell line 
as feeder layers on 
expansion of 
umbilical cord blood 
CD34(+) cells in 
vitro

(2006)  
Journal of 
experimental 
hematology / 
Chinese 
Association of 
Pathophysiolo
gy, 14 (5), 
pp. 949-954.

Related

17

ABSTRACT: To study the 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mesenchymal  st em 
cel l s (MSC) from patients with 
myelodysplastic syndrome (MDS) and 
their supportive capacity for 
hematopoiesis i n vi t r o, MSCs from bone 
marrow samples of MDS patients were 
isolated, cultured and expanded.

In vitro 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mesenchymal stem 
cells from patients 
with myelodysplastic 
syndrome and their 
support to 
hematopoiesis

(2005) Journal 
of 
experimental 
hematology / 
Chinese 
Association of 
Pathophysiolo
gy, 13 (5), 
pp. 839-842.

Related

18

ABSTRACT: To investigate the immune 
regulatory effects of human bone marrow 
mesenchy mal  st em cel l s on alloantigen 
T lymphocyte i n vi t r o, human MSCs 
were isolated and expanded from bone 
marrow cells, and identified with cell 
morphology, and the phenotypes were 
assessed by immunohistochemistry and 
flow cytometry...

Immune regulatory 
effect of human 
bone marrow 
mesenchymal stem 
cells on T 
lymphocyte

(2005) Journal 
of 
experimental 
hematology / 
Chinese 
Association of 
Pathophysiolo
gy, 13 (4), 
pp. 651-655.

Related

19

...of mesenchymal  st em cel l s (MSCs) 
derived from bone marrow (BM) of 
aplastic anemia patients, fetuses and 
children, MSCs were isolated from BM 
of patients with aplastic anemia and 
expanded in vitro; MSCs derived from 
BM of fetuses and children were used 
as normal control groups, three sources 
of MSCs were compared by morphology, 
in vi t r o ...

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mesenchymal stem 
cells from bone 
marrow of patients 
with aplastic anemia

(2005) Journal 
of 
experimental 
hematology / 
Chinese 
Association of 
Pathophysiolo
gy, 13 (5), 
pp. 832-838.

Related

20

...mesenchy mal  st em cel l s derived 
from bone marrow and adipose tissue 
(2009) General Physiology and 
Biophysics, 28 (1), pp. 56-62.  
ABSTRACT: In the present work, the 
human bone marrow and adipose 
tissue-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MSCs) were isolated and expanded  
under in vi t r o ...

Comparisopn of in 
vitro chondrogenic 
potential of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derived from 
bone marrow and 
adipose tissue

(2009) 
General 
Physiology 
and 
Biophysics, 
28 (1), pp. 
56-62.

Related

21

...Heidelberg, Germany;  Group of Cell 
Biology, German Cancer Research 
Center, Heidelberg, Germany 
ABSTRACT: As an archetype of human 
adult st em cel l s that can readily be 
harvested, enriched and expanded i n 
vi t r o, mesenchymal  stromal cells (MSC) 
have been reported to be of significance 
for regenerative medicine.

Heterogeneity of 
mesenchymal 
stromal cell 
preparations

(2008) 
Cytotherapy, 
10 (4), pp. 
320-330.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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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Graduate School of Biomedical 
Sciences, Hiroshima University, 
Hiroshima, Japan;  Two Cells Co. Ltd, 
Hiroshima, Japan ABSTRACT: Although 
ex vivo expanded mesenchy mal  st em 
cel l s (MSC) have been used in 
numerous studies, the molecular 
signature and in vivo distribution status 
of MSC remain unknown...

Identification of 
mesenchymal stem 
cell 
(MSC)-transcription 
factors by microarray 
and knockdown 
analyses, and 
signature 
molecule-marked 
MSC in bone 
marrow by 
immunohistochemistr
y

(2009) Genes 
to Cells, 14 
(3), pp. 
407-424.

Related

23

The influences of the conduit architecture 
on the cell attachment, spreading, and 
proliferation were evaluated by culturing 
rat mesenchymal  st em cel l s alone or 
together with Schwann cells i n vi t r o.

Manufacture of plga 
multiple-channel 
conduits with precise 
hierarchical pore 
architectures and in 
vitro/vivo evaluation 
for spinal cord injury

(2009) Tissue 
Engineering - 
Part C: 
Methods, 15 
(2), pp. 
243-255.

Related

24
Additionally, mesenchymal  st em cel l s 
(MSCs) were seeded onto PLGA-SMS 
and PLGA/Lec-SMS i n vi t r o.

A protein/antibiotic 
releasing 
poly(lactic-co-glycolic 
acid)/lecithin scaffold 
for bone repair 
applications

(2009) 
International 
Journal of 
Pharmaceutic
s, 373 (1-2), 
pp. 85-92.

Related

25

...Tongji Hospital,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Wuhan 430030, 
China ABSTRACT: Objective: To 
differentiate rat adipose tissue-derived 
mesenchy mal  st em cel l s (ADSCs) into 
cells with a nucleus pulposus-like 
phenotype i n vi t r o, so as to lay a 
foundation for the cell-based 
transplantation therapy of degenerated 
intervertebral discs.

Differentiation of rat 
adipose 
tissue-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towards a 
nucleus 
pulposus-like 
pheno-type in vitro

(2009) 
Chinese 
Journal of 
Traumatology, 
12 (2), pp. 
98-103.

Related

26

...a , Yan, X.-H.b , Chen, Q.-W.b  
Baicalin induces the differentation of 
human umbilical cord blood-derived 
mesenchy mal  st em cel l s towards 
neurons-like cells i n vi t r o (2009) Journal 
of Clinical Rehabilitative Tissue 
Engineering Research, 13 (14), pp. 
2787-2792.  
http://www.scopus.com/inward/record...

Baicalin induces the 
differentation of 
human umbilical 
cord blood-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towards 
neurons-like cells in 
vitro

(2009) Journal 
of Clinical 
Rehabilitative 
Tissue 
Engineering 
Research, 13 
(14), pp. 
2787-2792.

Related

27

...P.d , Muller, I.e , Bloch, W.b , Gawaz, 
M.a  Platelet derived bFGF mediates 
vascular integrative mechanisms of 
mesenchy mal  st em cel l s i n vi t r o  
(2009) Journal of Molecular and Cellular 
Cardiology, 47 (2), pp. 315-325.  
http://www.scopus.com/inward/record.url...

Platelet derived 
bFGF mediates 
vascular integrative 
mechanisms of 
mesenchymal stem 
cells in vitro

(2009) Journal 
of Molecular 
and Cellular 
Cardiology, 
47 (2), pp. 
315-325.

Related

28

...a , Su, K.a , Kuang, S.-J.a  Growth 
characteristics of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gene-transfected bone marrow 
mesenchy mal  st em cel l s seeded on 

Growth 
characteristics of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2009) Journal 
of Clinical 
Rehabilitative 
Tissue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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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al skeleton i n vi t r o (2009) Journal of 
Clinical Rehabilitative Tissue Engineering 
Research, 13 (21), pp. 4105-4108.  
http://www.scopus.com/inward/record...

gene-transfected 
bone marrow 
mesenchymal stem 
cells seeded on 
coral skeleton in 
vitro

Engineering 
Research, 13 
(21), pp. 
4105-4108.

29

...Dept. of Rheumatology, Felix Platter 
Spital, Burgfelderstrasse 101, 4012 Basel, 
Switzerland ABSTRACT: Objectives: To 
investigate whether human bone 
marrowderived mesenchymal  st em 
cel l s (BM-MSCs) and articular 
chondrocytes (ACs) affect the in vi t r o  
proliferation of T lymphocytes and 
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s 
(PBMCs) driven by the homeostatic 
interleukin (IL)2, IL7 and.....

Human bone marrow 
mesenchymal stem 
cells and 
chondrocytes promote 
and/or suppress the 
in vitro proliferation of 
lymphocytes 
stimulated by 
interleukins 2, 7 and 15

(2009) Annals 
of the 
Rheumatic 
Diseases, 68 
(8), pp. 
1352-1359.

Related

30

The in vi t r o biocompatibility of 
PU/PCL(70/30) blend was evaluated in 
this study using human bone marrow 
mesenchy mal  st em cel l s (hBMSCs).

Polyurethane/polycap
rolactane blend with 
shape memory 
effect as a proposed 
material for 
cardiovascular 
implants

(2009) Acta 
Biomaterialia, 
5 (5), pp. 
1519-1530.

Related

31

...is the more suitable seeding cells for 
tissue engineering heart valves, 
well-differentiated vascular endothelial 
cells or bone marrow mesenchy mal  
st em cel l s (MSCs), by comparing the 
obtaining methods of the two, as well as 
their in vi t r o proliferation abilities and 
their growth potentials on acellular 
matrixes.

Ideal seeding cells 
for tissue 
engineering heart 
valves

(2009) Journal 
of Clinical 
Rehabilitative 
Tissue 
Engineering 
Research, 13 
(20), pp. 
3869-3872.

Related

2) 특 허   논 문 분석 결 과

특허분석 결과
○ 전문가의 검토결과, 아래의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한 9, 21, 22, 23번 특허는 

중간엽 줄기세포의 체외 증식 향상기술과 관련하여 유의하여 중요도가 높은 
특허로 선별됨

 중요도가 높은 4개 특허 중 패밀리 특허가 3개 포함되어 있어 특허의 내용은 
크게 두 종류로, 하나의 특허는 세포학적으로 배양액에 의한 증식방법에 관한 
내용이고 다른 한 종류의 특허는 물리·화학적으로 배양 지지체에 의한 증식방법에 
관한 내용임

연 도가 높게 검색된 특허를 상으로 내용을 검토하여 분류하는 과정을 

진행하 으며,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Solution Manager를 이용하여 

Device Model 구축에 도움을 받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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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특허명칭 요도
검토내용 분류

분류 Component Act i on Parameter

9 Method for expansion of 
stem cells 요 세포학 배양 조성 증식 배양액

21

Biomimetic composition 
reinforced by a 
polyelectrolytic complex of 
hyaluronic acid and 
chitosan

요 물리·화학 배양 지지체 배양/분화 
조 지지체

22

Biomimetic composition 
reinforced by a 
polyelectrolytic complex of 
hyaluronic acid and 
chitosan

요 물리·화학 배양 지지체 배양/분화 
조 지지체

23

A BIOMIMETIC 
COMPOSITION 
REINFORCED BY A 
POLYELECTROLYTIC 
COMPLEX OF 
HYALURONIC ACID AND 
CHITOSAN

요 물리·화학 배양 지지체 배양/분화 
조 지지체

3

COMPOSITIONS AND 
METHODS TO 
PROMOTE 
IMPLANTATION AND 
ENGRAFMENT OF STEM 
CELLS

보통 물리·화학 조성물 Implantation, 
Enlargement Composition

4

BMP-6 ESTROGEN 
RESPONSIVE ELEMENT 
AND METHODS OF USE 
THEREOF

보통 분자
생물학 Cytokine 증식 BMP-6의 

발  조

10
BMP-6 estrogen 
responsive element and 
methods of use thereof

요 분자
생물학 Cytokine 증식 BMP-6의 

발  조

11
Lineage-directed induction 
of human mesenchymal 
stem cell differentiation

보통 세포학 배양 조성 분화 분화 조

12
Lineage-directed induction 
of human mesenchymal 
stem cell differentiation

보통 세포학 배양 조성 분화 분화 조

14

Materials from bone 
marrow stromal cells for 
use in forming blood 
vessels and producing 
angiogenic and trophic 
factors

보통 세포학 배양 조성 분화 분화 조

15
Monoclonal antibodies for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보통 세포학 MSC 항체 MSC 분리 MSC 특성 
분석

[표 10] 특허내용 분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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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Monoclonal antibodies for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보통 세포학 MSC 항체 MSC 분리 MSC 특성 
분석

17

Connective tissue 
regeneration using human 
mesenchymal stem cell 
preparations

보통 세포학 MSC 항체 MSC 분리 분화 조

18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보통 세포학 MSC 항체 MSC 분리 분화 조

19

MATERIALS FROM 
BONE MARROW 
STROMAL CELLS FOR 
USE IN FORMING 
BLOOD VESSELS AND 
PRODUCING 
ANGIOGENIC AND 
TROPHIC FACTORS

보통 물리·화학  분화 분화 조 지지체

24

OLIGONUCLOTIDES 
STIMULATORY OF THE 
MESENCHYMAL STEM 
CELL PROLIFERATION 
AND USES THEREOF

보통 세포학 Oligonucleotides 배양 배양 첨가물

25

DIFFERENTIATION OF 
STEM CELLS AND 
STABILIZATION OF 
PHENOTYPICAL 
PROPERTIES OF 
PRIMARY CELLS

보통 세포학 배양 조성물 분화 조 배양 조성물

26

LINEAGE-DIRECTED 
INDUCTION OF HUMAN 
MESENCHYMAL STEM 
CELL DIFFERENTIATION

보통 세포학 배양 조성물 분화 분화 조

27
Lineage-directed induction 
of human mesenchymal 
stem cell differentiation

보통 세포학 배양 조성물 분화 분화 조

28

Conditionally immortalized 
long-term stem cells and 
methods of making and 
using such cells

보통 세포학 Immortalization 세포 증식 세포 노화

29

Methods of implanting 
mesenchymal stem cells 
for tissue repair and 
formation

보통 조직학 MSC implanting Implanting
Without in 

vitro 
expansion

30

Methods of implating 
mesenchymal stem cells 
for tissue repair and 
formation

보통 조직학 MSC implanting Implanting
Without in 

vitro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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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논문제목 요도
검토내용 분류

분류 Component Act i on Par amet er

2

Influence of fetal calf 
serum on differentiation 
of mesenchymal stem 
cells to chondrocytes 
during expansion

요 세포학
Fetal calf 

serum 세포배양 배양성분

4

Comparison of standard 
surface chemistries for 
culturing mesenchymal 
stem cells prior to neural 
differentiation

요
물리· 

화학
배양표면 

지지체 세포배양 배양기구

13

FGF-2 enhances the 
mitotic and chondrogenic 
potentials of human adult 
bone marrow-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요 세포학 Cytokine
분화능력 

조
유 자 

발 조

14

Murine mesenchymal 
stem cell isolated and 
expanded in low and 
high density culture 
system: surface antigen 
expression and 
osteogenic culture 
mineralization

요 세포학 배양방법 세포배양
Low density 

culture

15

In vitro differentiation of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on Ti6Al4V 
surfaces

요 조직학
지방유래 

기세포
골조직 

분화 Ti6AI4V 표면

22

Identification of 
mesenchymal stem cell 
(MSC)-transcription 
factors by microarray and 

요
분자 

생물학
유 자 

조 양상
분자기  

연구

Microarray, 
Immunohistoch

emistry

논문분석 결과
○ 전문가의 검토결과, 아래의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한 2, 4, 13, 14, 15, 22번 논문은 

중요도가 높은 논문으로 선별됨
 중요도가 높게 선별된 논문은 세포학적으로 배양성분, 유전자 발현조절, 저밀도 

배양에 관한 내용, 물리·화학적으로 배양기구에 관한 내용, 조직학적으로 
Ti6AI4V 표면에 관한 내용임

이같이 확보된 특허  논문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Device Model을 구축하여 

해결방안 는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하 으나, 결과 으로 특허  

논문내용을 검토하여 분류하는 과정에서 연구를 마침

[표 11] 논문내용 분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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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ckdown analyses, and 
signature 
molecule-marked MSC in 
bone marrow by 
immunohistochemistry

1

The 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human 
third trimester amniotic 
fluid stem cells

보통 조직학

Third 
trimester 
amniotic 

fluid(3달간 
양수)

채취 특성분석

5

Ovine cord blood 
accomodates multipotent 
mesenchymal progenitor 
cells

보통 조직학
Umbilical 

cord blood 채취 특성분석

6

Quantitative study of 
tissue-engineered 
cartilage with human 
bone marrow 
mesenchymal stem cells

보통 조직학
연골조직 

공학 분화 분화유도

7

Several affecting factors 
in culture and 
differentiation of human 
bone marrow stromal 
cells in vitro

보통 세포학 배양 세포배양 배양방법

8
Mesenchymal stem cells: 
From biology to clinical 

보통

(리뷰논문)
세포학 리뷰 의료응용

유 공학, 
조직공학

9

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mesenchymal stem 
cells in vitro derived from 
bone marrow of banna 
minipig inbred line

보통 조직학

Bone 
marrow of 

banna 
minipig 

inbred line

채취 특성분석

11

Isolation of large 
numbers of mesenchymal 
stem cells from the 
washings of bone 
marrow collection bags: 
Characterization of fresh 
mesenchymal stem cells

보통 조직학
분리용 

키트 채취 분리방법

12
Mesenchymal stem cell 
aging

보통

(리뷰논문)
세포학 리뷰

기세포 
노화 세포노화

16

Effects of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and fibroblastoid cell line 
as feeder layers on 
expansion of umbilical 
cord blood CD34(+) cells 
in vitro

보통 세포학
제 세포 

(CD34+ 
cells)

세포배양 Feeder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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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In vitro 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mesenchymal stem cells 
from patients with 
myelodysplastic syndrome 
and their support to 
hematopoiesis

보통 세포학
환자의 

기세포 세포배양
hematopoiesis 

support

19

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mesenchymal stem 
cells from bone marrow 
of patients with aplastic 
anemia

보통 세포학

환자 
기세포 

(aplastic 
anemia)

Expansion
세포증식 

능력

20

Comparisopn of in vitro 
chondrogenic potential of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derived from 
bone marrow and 
adipose tissue

보통 조직학
조직별 

분화능력 채췌
Chondrogenic 

분화능력

21
Heterogeneity of 
mesenchymal stromal cell 
preparations

보통

(리뷰논문)
세포학 리뷰

기세포 
표 화

MSC의 
heterogenecity

25

Differentiation of rat 
adipose tissue-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towards a nucleus 
pulposus-like pheno-type 
in vitro

보통 조직학
Adipose 

tissue-deriv
ed MSC

채취 특성분석

26

Baicalin induces the 
differentation of human 
umbilical cord 
blood-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towards neurons-like 
cells in vitro

보통 조직학
Umbilical 

cord blood

신경유사 
세포로 

분화
분화조

27

Platelet derived bFGF 
mediates vascular 
integrative mechanisms of 
mesenchymal stem cells 
in vitro

보통 세포학 Cytokine 분화 분화조

28

Growth characteristics of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gene-transfected 
bone marrow 
mesenchymal stem cells 
seeded on coral skeleton 
in vitro

보통
분자 

생물학 Cytokine Transfection 분화조

29

Human bone marrow 
mesenchymal stem cells 
and chondrocytes 
promote and/or suppress 
the in vitro proliferation of 
lymphocytes stimulated 
by interleukins 2, 7 and 
15

보통 세포학 Cytokine 분화 분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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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및 시사점

본 사례는 바이오 분야에서의 트리즈 도입을 위해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서 
연구자와의 협력을 통해 시범적으로 분석한 사례임 

○ 본 분석에서는 트리즈 전 과정을 거치며 완벽한 결과를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트리즈의 적용을 위한 노력이라는 데에 의의를 둠 

 연구를 진행하면서 초기에 설정한 분석절차 및 방법을 보정할 필요가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 순서 3에 해당하는 과정을 첨가하여 분석절차를 보정할 계획임

향후 트리즈 분석에서는 순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트리즈 한  

소 트웨어인 Innosolver를 활용한 기  트리즈 분석과 그 뒤 Goldfire를 

이용한 심화분석 2단계로 나 어 추진하고자 함

[표 12] 분석 차  방법 최 화 방안

순서 분석 차 분석방법

1
연구  기술분야 선정

- 력 연구자 선별  분석 차 논의

주제에 따른 연구자 선정, 

연구자에 따른 주제선정

2
연구  기술개발 주제에 한 명확한 Bottleneck 혹은 Target 정의

- 연구  기술개발 주제의 목표에 근거한 문제   Target 정의 
연구자 공동작업

3

트리즈 한  소 트웨어 Innosolver를 활용한 기  트리즈 분석

- Goldfire를 이용한 처리  분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  

분석은 Innosolver로, 그 이후에 Goldfire를 이용한 심화 분석으로 

단계  진행

연구자 공동작업

4

자연어 검색

- 먼  자연어 검색결과로 정보 스크리닝  Device model 구축용 

구조에 한 아이디어 확보

연구자 공동작업

5

Solution manager 이용 Device model 구축

- 명확하고 단순화된 형태로 모델 도식화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Action과 Parameter 선별

연구자 공동작업

6

각 Parameter별 특허내용 분석

- 정성  분석 주로 정리-테이블, 스텝별

- 문제  해결방법 혹은 Target은 무엇인지 정리 

연구자 공동작업

7 최종보고서 작성
분석과정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

8
* 제시된 해결방법에 따라 연구추진

- 해결방법에 따른 세부 인 추진방안 수립

연구  기술개발 주제  

련 신규과제 추진

9
* 연구결과의 성공여부 모니터링 연구성과 평가

 * 해당순서는 제안된 방법을 연구자가 실질 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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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리즈(TRIZ) 이론

본지에서 서술하고 있는 트리즈 이론  도표는 한국트리즈 회(www.triz.or.kr), 

트리즈센터(www.trizcenter.co.kr) 등 련 기 의 참고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함

가. 트리즈(TRIZ)란?

트리즈란 ‘창의적·발명적 문제의 해결법에 대한 이론’이란 의미의 러시아어로 
‘창의적·발명적 문제’란 트리즈에서 기술적 모순이란 것이 하나 이상 내재되어 
있으면서 그 해결법은 알지 못하는 문제들을 통칭하는 트리즈만의 용어임

○ ТРИЗ(Теория(째오리아-이론), Решения(레셰니아-해결), Изобретательских 
(이조브레따쨀스키흐-발명), Задач(자다취-문제)의 머리글자를 영어식으로 
표현한 것임 

 1946년부터 지속적으로 겐리후 싸울로비츄 알트슐러(Genrich Saulovich 
Altshuller, 1926 ~ 1998)와 그의 동료, 제자들이 2백만 건 이상의 특허를 
분석하여 그곳에 존재하는 공통의 문제해결 원리를 요약·정리한 것임 

기에는 기술 분야에서만 사용되었으나 재는 경 , 사회, 소 트웨어 

등 비 기술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처음에는 러시아에서 사용되었지만 

1990년  이후  세계 으로 용되고 있음

○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트리즈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론체계로서,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생각하는 방법’임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이든지 그것을 해결하려면 지식과 창의성이 필요하며, 
특히 연구개발과 같이 전문적인 문제는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트리즈는 문제의 성질과 종류, 해법에 관한 문제 지식을 정리해놓음

 트리즈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해하며, 해답을 찾는 전 과정을 통합한 것으로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과학 수준의 학문으로 크게 그림 8과 같이 구성됨

트리즈는 개념, 모형론, 모형 활용 기법, 사고 로세스 기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트리즈의 구성요소들은 문제해결을 한 목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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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트리즈 개요 및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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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트리즈 역사

트리즈의 역사는 1946년에서 1985년까지 알트슐러의 주도 하에 개발된 

Classical TRIZ와 알트슐러로부터 비롯되었지만 주로 그 제자들과 의 

트리즈 문가들에 의해 개발된 Modern TRIZ로 구분됨

트리즈의 역사에서 TRIZ의 창시자인 겐리후 싸울로비츄 알트슐러(Genrich 
Saulovich Altshuller)를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음

○ 알트슐러는 1926년 10월 15일에 구 소련의 타슈켄트에서 태어났고 14세에 
특허를 취득하는 등 발명에 재능을 보였으며, 1946년부터 러시아 해군에서 
특허 관련 일에 종사하던 알트슐러는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시스템에 
관한 가설을 세움

 그것은 트리즈의 기반이 되어 문제 해결의 일반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나중에 트리즈 이론으로 발전되었고 기술과 공학 모순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을 세음

몇 가지 경향(ex. 슈퍼 시스템으로 이행), 원리(ex. 라메터 변환), 효과(ex. 

강한 산화제) 등을 찾아냈지만 문제를 단계 으로 풀기 한 알고리즘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음

○ 1948년에 알트슐러와 그의 친구 라파엘 사피로(Rafael Shapir)는 스탈린 
(Stalin)에게 소련 내에서 발명 작업을 향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냄

 그 결과 그들은 1950년에 체포되었고 25년 형을 구형 받아서 스탈린이 죽은 
후인 1954년까지 보쿠타(Vorkuta)에 있는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4년간 
유형생활을 하게 됨

 알트슐러는 1952년 겨울부터 1953년까지 동안 수용소에 수감된 수많은 학자와 
교수들에게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고 토의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정교화하는 
작업을 수행함

○ 1954년에 석방되어 바쿠로 돌아왔고 1956년에 그의 친구 사피로와 함께 Voprosy 
psihologii지에 최초의 트리즈 논문을 발표함

 이 논문에는 트리즈의 기본 개념인 진화의 법칙, 기술 모순, 다기능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또한 단계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도 있었음. 이것은 나중에 
ARIZ-56으로 명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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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7년부터 1959년까지 알트슐러는 아제르바이잔(Azerbaijan)에 있는 
건설산업의 작업 결과로 ARIZ-59가 만들어졌고 최종이상해(Ideal Final 
Result)라는 개념이 만들어짐

 1961년에 최초의 트리즈 도서인 "How to learn to invent"가 발간되었고 
1968년까지 알트슐러는 개인적으로만 트리즈를 가르침

 1968년부터 상황이 바뀌어 트리즈 연구팀이 만들어졌고 최초의 비공식 트리즈 
연구소와 학교가 설립됨

 이것이 계속 이어져 1970년대 중반에는 구 소련 80개 도시에 100개의 트리즈 
학교가 만들어짐

○ 1964년에 알트슐러는 최초의 기술모순표를 만들었고 1968년에 35개의 
발명원리가 공표됨

 1969년 알트슐러는 "Algorithm of Inventing"이라는 새 책을 출간했고 
1971년까지 5개의 원리가 추가되었고 기술모순표가 완성됨

 1970년대 초부터 기술 모순에 숨어있는 물리 모순에 대한 분석을 시작함. 또한 
트리즈의 핵심인 물리적 효과(physical effects)에 대한 정리와 물질-영향 
모형론(substance-field-analysis)이 추가됨

 1973년에 알트슐러는 물질-영향 공식으로 문제를 기술하는 것을 개발했고 
1975년에 ARIZ-75가, 2년 뒤에 ARIZ-77이 발표됨

○ 1970년대에 알트슐러는 발명문제의 표준해(inventive standard)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1977년에 10개의 표준해가 만들어졌고, 1985년에는 76개로 증가하였고 
1979년에 "Creativity as an Exact Science"가 출간됨

 1986년에 아이들을 위한 "on TRIZ – How to Find Idea"란 책이 출판되었고 
1974년부터 12년간 아이들을 위한 잡지인 Pionerskaja Pravda에 논문을 투고함

 알트슐러는 아이들로부터 19만통이 넘는 편지를 받았고 이것을 기초로 1984년에 
"And Suddenly the Inventor appeared"가 출판됨

 알트슐러 업적의 핵심은 창조적 상상력의 개발로서 그가 공들여 만든 창의적 
상상기법, 크기-시간-비용 연산자, 심리적 장벽, 영리하고 작은이들(smart 
little creature) 모형론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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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년에 알트슐러는 ARIZ-85와 표준해 76을 발표하면서 그의 일을 마쳤고 
이것은 1999년에 영어로 번역됨

○ 1986년 이후 알트슐러는 창조성이라는 다른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Life 
Strategy of the Creative Person"과 Igor Vertkin과 함께 출간한 "How to Become 
a Genius"라는 책을 출간함

 1989년에 국제트리즈협회(MATRIZ)가 설립되었고 알트슐러가 회장으로 
추대됨. 알트슐러는 1998년 9월 24일 Karelia Petrozavodsk에서 사망함

1974년에 물리학자 유리 고린(Yuri Gorin)은 발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리효과(Physical Effects)와 현상(Phenomena)의 색인(Index)을 만듬

○ 1980년대에 화학효과(Chemical Effects)에 대한 몇 개의 색인은 미하일로프(Michailov)와 
살라마토프(Salamatov)에 의해 만들어졌고 기하효과(Geometrical Effects)의 
색인은 이고르 비켄투에프(Igor Vikentyev)에 의해 만들어짐

 이들 Classical TRIZ의 개발은 알트슐러가 주도했지만 그의 제자와 동료들도 
개발에 많은 공헌을 기여함

그 에서도 라 엘 샤피로(Rafael B. Shapiro), 리트빈(Semyon S. Litvin), 

게라시모 (Vladimir. M. Gerasimov), 유리 페드로비치 살라마토 (Yuri 

Petrovich Salamatov), 미칼로 (V. A. Mikhajlov), 포드카틸린(A. V. Podkatilin), 

셀리여크즈키(A. B. Selyuczky), 샤라포 (M. I. Sharapov), 알 산더 

나르붓(Alexander Narbut) 등이 많은 기여를 함

1990년대 이후에는 Modern TRIZ가 개발되기 시작함
○ OTSM(General Theory of Powerful Thinking)의 기본적인 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고, VE 기법과 연계된 Trimming 기법이, 문제의 정의와 관련된 
ISQ(Innovative Situation Questionnaire), 신뢰성 기법과 관련된 
AFD(Anticipatory Failure Determination), 기술진화 법칙을 개선한 
DPE(Directed Product Evolution), 문제의 유형을 현상으로 구분하고 각 현상별 
표준해법을 정리한 System Operator 등의 기법이 개발됨

 이들 Modern TRIZ는 니콜라이 호멘코(Nikolai Khomenko), 사이먼 
리트빈(Simon Litvin), 보리즈 즐로틴(Boris Zlotin) 등이 주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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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트리즈의 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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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수변화 (Parameter changes)

 사  비조처 (Prior action)

 분할 (Segmentation)

 기계식 시스템의 체 (Replace a 

mechanical system)

 분리 (Extraction)

 유연성 (Flexibility)

 주기  조처 (Periodic action)

 기계  진동 (Mechanical vibration)

 색상변화 (Color changes)

 반  (Inversion)

 타원체 (Spheroidality)

 유해물 이용 (Convert harm into 

benefit)

 불활성 환경 (Inert environment)

 비 칭 (Asymmetry)

 연한 껍질이나 얇은 막 (Flexible shells 

and thin films)

 열팽창 (Thermal expansion)

 상태 이 (Phase transitions)

 셀 서비스 (Self-service)

 사  보호조처 (Beforehand cushioning)

다. 트리즈 사고법

트리즈 사고법은 그 역할에 따라 문제 상황에서 문제 모형을 도출하는 방법과 

그에 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나  수 있으며, 역사 으로는 알트슐러가 

주도해서 개발한 Classical 트리즈의 사고법들과 이후에 그의 제자들에 의해 

개발된 Modern 트리즈 사고법들이 있음

1) Tools of Classical TRIZ
(1) 발명원리 40과 기술모순표(기술모순 매트릭스)

하나의 특성을 개선했을 때 다른 특성이 나빠지는 기술적 모순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으로 1번 분할에서 40번 복합재료까지 40종의 발명원리가 있음

○ 문제 상황에서 기술적 모순을 도출한 경우, 기술적 모순 모형을 이용해 모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할 경우, 이 기법을 활용함

 기술모순을 적는 형식은 다음과 같음. 희망 사항에 해당하는 변수 A를 개선하고자 
어떤 변화를 일으키면 다른 희망 사항에 해당하는 변수 B는 악화되는 상황임

 1: (개의 목걸이를 고정하면) 개를 잃어버리지 않아 신뢰성(특성 A)이 

향상되지만, 불법이라서 벌 을 내는 유해요인(특성 B)이 생긴다

 2: (깡통의 철 을 얇게) 무게가 어 무게(특성 A)가 향상되지만, 

강도가 약해 변형이 쉽게 되므로 신뢰성(특성 B)이 하한다

 이 기법의 각각의 특성을 39 공학적 변수로 치환하고 기술모순 매트릭스를 
이용해 그곳에서 제시하는 해법을 찾아가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함 

[표 13] 발명원리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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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수단 (Copying)

 국소품질 (Local quality)

 일회용품 (Cheap short-living objects)

 공압  수압 (Pneumatics and 

hydraulics)

 폐기 는 복구 (Discarding and 

recovering)

 조처 과부족 (Partial or excessive 

action)

 복합재료 (Composite materials)

 간매개물 (Intermediary)

 다른 차원 (Another dimension)

 범용성 (Universality)

 다공성 소재 (Porous materials)

 강한 산화제의 이용 (Use strong 

oxidizers)

 평형추 (Counterweight)

 병합 (Merging) - 시간, 공간

 포개기 (Nesting)

 건 뛰기 (Skipping)

 피드백 (Feedback)

 높이유지 (Equipotentiality)

 동질성 (Homogeneity)

 사  방조처 (Preliminary anti-action)

 유용한 조처의 지속 (Continuity of 

useful action)

(2) 물질-영향 분석(Substance-Field Analysis)과 표준해(Standard Solution) 76
단일한 희망사항에 대해 어떻게 하면 그 희망사항을 달성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 활용함

○ 물질-영향 모형을 공학적 문제에 적용할 경우, 기술적 시스템의 최소 구성요소인  
도구(Tool, S1)과 변화되는 대상(Product, S2), 장(Field)의 요소를 조합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모델로 표현함

 이를 표준해 76과 비교하여 문제의 유형을 파악, 제시된 해법을 참고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기법임 

 표준해 76은 기술 시스템 발전 법칙을 포함하며, 초기 문제조건에 따라 표14와 
같은 5가지 분류(세부적으로는 76개)로 일반화함 

[그림 10] 물질- 향 모형

        문제 모형         해결안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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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물 리 인  효 과 화 학 인  효 과 기 하 학 인  효 과

냉기의 축
기체 수화물의 분해; 

수소화물; 수소; 흡열반응, 
용해.

역학  에 지의 축
성; 변형; 

자이로스코  효과; 
상 이.

[표 14] 표 해 76 분류

분류 1: SFMs의 결합/분해                

   SFM의 합성

   SFM의 분해

분류 4: 측정  검출원칙

   측정/검출 신에 시스템 변경

   측정시스템의 합성

   측정시스템의 강화

   Ferro Magnetic 측정시스템으로의 이

   측정시스템의 진화

분류 2: SFMs의 진화

   복잡 SFM으로의 이

   SFM의 진화

   리듬조화에 의한 진화

   Ferro Magnetic SFMs

분류 5: Help

   물질의 도입

   장의 도입

   상태 이의 활용

   물리 effects의 활용

   물질입자의 획득

분류 3: 상 시스템과 미세수 으로 이

   Bi-System과 Poly-System으로의 이

   미세수 으로의 이

(3) 자연과학법칙 및 기술색인(Pointers to Effects)
 물리, 화학, 기하학의 지식을 과학적 이론 분류기준이 아니라  문제의 종류별로, 
기능형태의 색인에 맞추어 재정리한 기법임

○ 기술자에게 과학지식은 중요하지만 현장 기술자들이 연구개발에서 과학지식을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적음

 과학적 원리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혹은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과학원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제 해결자가 쉽게 문제별로 
과학원리 및 기술적용원리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정리함 

효과는 다음과 같은 차로 이용함. 첫째, 도구(tool)와 제품(product)을 

정한다. 둘째, 도구가 제품에게 하고자 하는 기능(function)이 무엇인가를 

정한다. 셋째, 효과 색인(표 15)을 활용해 해당 효과를 검색한다. 넷째, 검색 

된 효과 목록들을 평가해 한 것을 문제에 용한다.

[표 15] 효과 색인(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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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의 축 복사; 상 이. 수소, 운반 반응.

하나의 물질에 다른 
물질을 용

운반 반응; 수산화 상태; 
수소화물을 가진; 산화반응; 

변색 상; 감 발색; 분자 
자기조립; 액체막; 박막 

라즈마 도포; 
친수성-소수성.

(4) Smart Little Creature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의인화 기법의 일종으로 문제의 상황을 
아주 많은 영리한 이들에 의해 벌어지는 상황으로 모델링하고 그들에게 원하는 
변화를 지시한다고 가정하여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것임

○ 과학/기술용어와 같이 특정용어를 사용하여 문제를 정의하는 경우 심리적 
타성으로 인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이 기법은 효과적임

(5) STC operator
STC(Size-Time-Cost) 적용자란 문제의 상황에서 시간, 비용, 변수의 크기 등을 
점차적으로 0과 무한대 사이로 변환시키면서 문제 모형을 바꾸는 사고법임

○ 해법을 찾을 때 여러 가지 심리적 장벽으로 인해 사고의 방향이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음. STC 작용자를 이용해 문제 조건을 바꾸어 그 심리적 장벽을 최소화하고자 함

 이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만약 비용이 현재가 아니라 0이라면 문제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반대로 비용이 무한대라면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식으로 
문제를 변환하여 생각하는 도구임. 크기와 시간도 같은 방법을 활용함

[그림 11] Smart Small Perso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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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STC operator

    
시간

크기

비용

0
1

1

1

∞

∞

∞

    

2) Tools of Modern TRIZ
이 기법들은 알트슐러의 제자들에 의해서 개발된 것으로 트리즈 사고법의 

확장을 통해 사고법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는데 그 목 이 있음

(1) Tools of Ideation International
① System of Operators

○ 2백만 건이 넘는 전 세계 특허를 분석하여 모아 놓은 I-TRIZ 지식 베이스로 
440개의 Operator를 포함하고 있음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상황을 핵심 개념어를 포함한 요구사항으로 표현하고, 
그 유형을 Operator로 구분하여 문제별로 일반적인 해법을 정리한 것이 System 
of Operators란 기법임

를 들면 생산성을 개선한다, 편리성을 개선한다, 신뢰성을 개선한다, 

기계  강도를 개선한다 하는 식으로 요구사항별로 문제를 분류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에 상응하는 해법을 정리해 놓음. 그림 13에 샘 이 

수록되어 있음

② AFD Anticipatory Failure Determination
○ 악화현상의 원인파악 및 그에 대한 방지책 도출 사고기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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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System of Operator

 기존의 기법이 악화현상의 원인을 찾는데 브레인스토밍과 같이 시행착오법에 
의지하는데 비해, AFD는 악화현상을 마치 우리가 원하는 현상인 것처럼 가정하여 
악화현상을 일으키는데 원인이 될 수 있는 자연과학 지식의 활용을 극대화함

AFD는 악화 상의 근본원인 악과 그 측과 방지책을 도출하는 사고법으로 

구성됨

③ Directed Evolution
○  Classical TRIZ의 기술진화법칙을 확장한 것임

(2) Tools of OTSM
OTSM(General Theory of Powerful Thinking이란 뜻의 러시아어 두음문자)은 
알트슐러로부터 시작되어 니꼴라이 호멘코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보편적 문제 
해결 사고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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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NV model

○ 보편적 문제 기술 모형으로 문제 현상은 결국 존재하는 실재 및 그 실재 사이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모형화하여 인식하게 됨

 따라서 실재와 그 현상을 보편적으로 서술하는 모형으로 제안된 것이 Element 
-Name of Feature-Value of Feature로 앞자만 따서 ENV라 칭함

② Axioms 
○ 보편적인 문제해결 사고법이 갖추어야 할 사고 모형의 바탕임.  새로운 문제 

해결 기법을 만들어낼 때 안내자 역할을 함
③ Technologies

○ 각종 트리즈 사고법 및 기타 새로운 사고법을 활용함에 있어 그 바탕에 깔린 
사고법을 이해하도록 안내자 역할을 함

(3) Common Tools of Modern TRIZ
① Function Analysis 

○ 실재하는 요소와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을 문제 해결자 관점에서 작용요소(tool), 
피작용요소(object, product), 피작용요소 하나 이상의 특성 값을 바꾸는 
영향(action)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잡한 문제 현상 속에서 간단한 
문제 모형을 도출하는 기법임

② Trimming 
○ Function Analysis와 IFR의 개념이 결합하여 좀 더 바람직하고 혁신적인 시스템 

설계를 안내하는 사고법임
③ Root Cause Analysis & Root Conflict Analysis

○ 문제 현상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가능한 원인과 결과의 연결고리로 나누어 
연결함으로써 복잡한 문제 현상을 단순한 문제 모형으로 서술하는 기법으로, 
특히 원인들에 내재된 모순을 명확히 드러내는 Root Conflict Analysis가 제안됨

④ Feature Transfer
○ 동일한 요구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을 비교하고 그에 따라 

장단점을 분석하여 가장 바람직한 시스템 개념안을 도출하는 사고기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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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트리즈의 주요 용어 개념

트리즈 주요 용어들의 개념은 독특한 을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 용어들은 문제 모형  해결안 모형을 만들기 한 

제사항에 해당함

트리즈의 주요 용어는 이상성(Ideality), 심리적 타성(Psychological Inertia), 
자원(Resource), 모순(Contradiction), 기능(Function), 추상화(Abstraction) 등임
 이상성은 발명의 최종 목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순을 극복해야 하고, 기능을 

최적화해야하며, 시스템 사고에 의해 유해 작용과 유익기능을 최적화해야 함
 심리적 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제 현상을 추상화하여 문제 모형을 만들어야 

하며, 시스템 사고에 의해 관점의 다양화가 필요함
1) 이상성(Ideality)

이상성이라 함은 더 이상 개선할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뺄 것이 없는 궁극의 
상태를 말함. 따라서 이상성은 기술자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음

○ 이상성은 시스템의 유익기능(Useful Function) Ui의 합계를 그 시스템의 
유해작용(Harmful Effects) Hj와 비용 Ck의 합계로 나눈 비율로서 정의됨

 유익기능에는 기술시스템의 기능에 의한 모든 가치 있는 결과가 포함되는 반면, 
유해작용에는 시스템이 점유하는 공간, 시스템이 소비하는 연료, 시스템이 
만들어 내는 소음, 폐기물 등이 포함됨. 모든 기술 시스템은 비용을 요구함

                Σ Ui        
 이상성 공식: I(Ideality)   =  -------------------

              Σ Hj   +  Σ Ck

2) 자원(Resource)
카우프만(Kaufmann)의 정의에 의하면 '문제란 현실과 원하는 것과의 차이'임. 즉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이 문제임

○ 이처럼 문제는 시간, 물자, 기능 등 무엇인가가 부족할 때 성립함.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하는 것을 낮추거나, 현실을 높이거나, 둘 사이의 차이를 메울 
무엇이 필요한데 그것이 곧 자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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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은 항상 문제 주위에 존재하며 문제해결에 사용할 수 있고 문제해결이란 
이 자원을 찾고, 활용하는 행위임

자원에는 활용 가능한 모든 물질이나 환경조건인 물질, 존재하거나 사용 

가능한 에 지, 가용 공간  환경인 공간, 작동시간 간격이나 활용할 수 있는 

시간, 시스템이나 주변 환경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사용하지 않는 물리, 

화학, 기하학  특성, 새로운 순기능이나 서 시스템의 수정에 의한 시스템, 

존재하나 완벽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구조인 조직, Parameter들의 규모차이로 

생성하는 순기능인 차이, 시스템에 의해 발생되는 낭비 등이 있음

3) 심리적 타성(Psychological inertia)
심리적 타성이라 함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여 실재에 대한 모형 및 문제 
모형을 만드는 경향을 말함

○ 지식이란 특정한 조건에서의 타당한 모형이며 조건이 바뀌면 지식도 바뀌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바꾸지 않고 그것을 옳다고 고집함

 기술혁신에 심리적 타성에 의한 장애는 매우 크기 때문에 문제를 일반화함으로써 
심리적 타성을 줄이는 시도가 필요함

4) 추상화(Abstraction)
문제 현상에 대한 어떤 종류의 서술도 추상화 과정을 거치는데, 결국 문제 해결은 
어떻게 추상화하는가에 따라 그 효과 및 효율이 결정됨

5) 기능(Function)
기능이란 시스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일어나는 두 개 이상의 요소 간 상호작용을 
말하며 행위의 명칭과 행위의 목적도 여기에 포함됨

○ 기능은 구조에 의미를 부여하고 구조는 기능을 가능하게 함
 기능은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익과 손해의 관점으로 보면 이상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유익기능(有益機能)’과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은데 현실에는 
존재하여 문제를 야기하는 ‘유해기능(有害機能)’ 두개의 기능이 상충되거나 
측정이 되지 않아 숨어버린 ‘Null 기능’의 세 종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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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주, 부의 개념으로 보면 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주기능과 주기능의 
효율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보조기능으로 분류될 수 있음. 기술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기능은 표 16에 수록된 것과 같음 

[표 16] 주요 기능의 (일부)

 1. To speed up object.  2. To rotate object.  3. To vibrate object.  4. To brake object.

 5. To fix object.  6. To squeeze object.  7. To strain object.  8. To twist object.

 9. To bend object. 10. To stamp object. 11. To mark object.
12. To drift substance on 

a surface of object.

13. To clear a surface of 
object.

14. To cut up object.
15. To disassemble 

object.
16. To fasten parts of 

object

17 . To destroy object. 18. To melt object. 19. To evaporate object. 20. To condense object

마. ARIZ(Algorithm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Classical 트리즈에서는 창의  문제 해결 사고 로세스로서 ARIZ를 개발하 고 

Modern 트리즈에서는 많은 종류의 다양한 로세스들이 제안되어 있음

Classical 트리즈는 ARIZ를 통해 각종 사고 기법을 체계적으로 이용하게 안내하며  
85C 버전까지 개발되었음. ARIZ 85C의 경우, 다음과 같은 9단계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며 ARIZ-85C는 초기문제 조건이 기술적 모순으로 서술된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음 

○ PART 1. 문제 분석
 기술모순을 정의하고, 모순 집합을 제품(product)과 도구(tool)로 분리하고 모순 

TC-1과 TC-2를 도식화하고, 하나를 선택한 후 모순을 극대화함 
○ PART 2. 문제 모델 분석
 동작영역과 동작시간을 정의하고 제품의 환경과 관련된 물질-장-자원을 

정의하여 목록을 완성함
○ PART 3. 이상적 최종해(IFR)와 물리적 모순 정의
 x-요소를 도입해 IFR-1의 공식을 적어감. 물리적 모순을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서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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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4. 자원의 활용
 Part 2에서 찾은 자원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 생각해 봄

○ PART 5. 지식 기반의 활용
 표준해, 물리적 효과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 생각해 봄

○ PART 6. 문제 재구성 혹은 변환
 문제를 다시 정의함

○ PART 7. 물리적 모순 제거원리의 검토
 얻어진 해의 품질을 검증함

○ PART 8. 얻어진 해의 사용
 얻은 해가 다른 곳에 이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함 

○ PART 9. 해의 경로 분석
 ARIZ는 문제해결의 출발점을 기술 모순으로 하는데 현실의 문제 상황은 기술 

모순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음

바. 트리즈의 핵심 사항

트리즈란 상당히 방 한 이론 체계이나 그  핵심 사상으로 일반화(Regularity), 

모순(Contradiction), 기술진화(Technical System Evolution Trends)로 이것이 기존의 

문제 해결방법과 가장 차별화되는 것임

1) 일반화(Regularity)
일반화란 문제에는 시간과 주제, 공간에 상관없이 공통의 문제 유형이 존재하고 
공통의 해답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임

○ 알트슐러는 특허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화학에서 일어난 문제와 그 해법을 기계나 
전기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기술혁신은 이처럼 다른 분야의 
지식을 전용할 때 일어난다는 것도 알아냄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승용차 완충기와 스피커가, 피망 씨 빼기와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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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가, 수도꼭지와 잉크제트 프린터 헤드가, PDP 방전 효율과 디젤 엔진의 
연소 효율이, 예방주사와 골프공의 비거리 향상이 같은 문제라는 사고 방식임 

따라서 보통 기술인 수도꼭지에서 유체 항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첨단 

기술인 잉크제트 린터 헤드에도 동일하게 용될 수 있음

한 자 분야의 PDP에서 방  효율이 낮아 2  방  방식으로 해결한 

문제해결 원리는 디젤엔진에서 연소 효율이 낮아 2  분사 방식으로 해결한 

원리와 동일한 것이 됨

○ 그래서 그는 그림 14에서 보는 것처럼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말고 먼저 문제를 
일반화하여 표준모델로 전환하고, 그 표준모델에서 적용되는 기존의 해법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만들어냄

 기존의 시행착오법은 방향을 잘못 잡을 경우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 
하지만 트리즈에서는 방향을 정확히 잡기 때문에 시간이 더 적게 소요됨 

 이 일반화의 개념은 2백만 건 이상의 특허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기술자들이 겪는 문제의 99%가 일반화의 범주 안에 드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음

따라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이들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가는가를 

단하고, 그 범주에서 제시한 사 의 해법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트리즈의 핵심임

[그림 14] 트리즈의 문제해결 차

    

2)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 = Multi Screen Thinking = Talented Thinking)
시스템 사고란 인지의 오류를 막고 사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제를 한 
가지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림 15와 같은 여러 관점(시간, 구조, 반대 등)에서 보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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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은 정적(static)이 아니라 동적(dynamic)이며, 고립적(isolate)이 아니라 

상호연관적(related)임. 따라서 기술을 볼 때는 보다 다양한 시각이 요구됨
 문제는 수용자가 처한 상태(예를 들면 목적, 위치, 공간, 시간, 지식수준, 관심주제, 

입장 등)에 따라 다르게 인식됨. 그래서 부분에서는 이익인 것이 전체로는 손해가 
나며, 나에게는 이익인 것이 타인에게는 손해가 나는 일이 생김

 그래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해답이 다른 사람에게는 틀린 답이 되어 
기각되거나 인지의 오류가 생김. 이것을 시스템 사고를 통해 다양하게 봄으로서 
문제해결의 효과를 향상하는 것임

[그림 15]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 

Anti

Sup

Sys

Sub

Hierarchy

Time

Opposite

Past

3) 모순(Contradiction)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반되는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경우를 자주 
만나게 됨

○ 주행성능 향상을 위해 자동차의 엔진 출력을 높이면 연료 소비가 늘어나며, 더 
많은 회로를 적재하기 위해 전자회로의 밀도를 높이면 발열량이 증가하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 재료의 두께를 얇게 하면 강도가 약해지는데 이런 상황을 모순 
문제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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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계획법 등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이런 모순 상황일 때 타협을 통해 
최적점을 찾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음. 그림 16과 같이 두 개의 요구 간에 
타협을 통해 최적점을 찾음

방법 1을 선택하면 특성 B는 좋아지지만 특성 A가 나빠짐. 방법 2를 선택하면 

반 로 특성 A가 좋아지지만 특성 B는 나빠지는 것임. 이 경우 설계자가 

선택하는 최 은 두 조건의 교차 인 X가 된다.

○ 이 방법은 최선의 선택인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가지 특성 중 어느 하나도 최대한으로 
만족하지 못한 어설픈 해에 불과하나 문제를 해결할 지식이 없기에 적당히 
타협하고 만 것임  

 이상적인 설계란 두 가지 상반되는 특성을 전부 최대한 만족하는 해답이어야 
함. TRIZ에서는 이를 위해 ‘모순 극복 설계’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있음

[그림 16] 최  선택 

토종음식은 아니지만 겨울철 우동은 서민에게 맛있는 음식 의 하나이다. 우동은 국물 맛, 

국수 맛, 고명 맛으로 결정된다. 그  우동 국수는 두 가지 맛을 요구한다. 하나는 다른 

국수와 마찬가지로 씹는 맛이다. 퉁퉁 불은 국수가 맛있다는 극소수를 제외하고 국수는 

쫄깃쫄깃하게 씹는 맛이 있어야 한다. 이 씹는 맛이 좋은 가루는 강력분 가루이다. 따라서 

100% 강력분을 사용하면 가장 쫄깃쫄깃 한 국수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우동에서는 다른 

하나의 맛을 더 요구한다. 그것은 매끄러움이다. 우동 국수가 다른 국수보다 두꺼운 이유는 

국수를 먹을 때 국수 가락이 입술과 마찰하는 순간과 우동 국수가 목을 타고 넘어가면서 

느껴지는 매끄러움을 즐기기 한 것이다. 그 다면 어떻게 하면 매끄러움을 최 화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력분이란 가루를 사용하면 된다. 이것은 입자의 굵기가 작기 때문에 

표면이 매끄럽게 된다. 따라서 100% 력분을 사용하면 가장 매끄러운 국수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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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시에서 나타낸 모순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따라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음

○ 1단계: 문제 종류의 파악
 문제의 종류가 4가지 논리적 문제(원인탐색, 측정, 행위부재, 모순) 중에서 

어느 것인가를 파악함
 관점에 따라 이것은 원인탐색 문제가 될 수 도 있음. 즉 왜 강력분 국수는 중력분 

국수보다 매끄러움이 떨어지는가? 혹은 왜 중력분 국수는 강력분 국수보다 
씹는 맛이 떨어지는가를 알아내야 하는 문제로 볼 수도 있음

 또는 국수의 씹는 맛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정으로 국수를 만들어야 
하는가? 혹은 어떤 종류의 밀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행위 부재 
문제로 볼 수도 있음. 하지만 연습을 위해 일단은 모순 문제로 정의하기로 함 

○ 2단계: 문제 제약조건 파악
 다음은 문제에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함
 문제에는 쉽게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혼재함. 예를 들면 원가, 품질 

등과 같이 그것이 변하면 문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음
 비용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싸구려 재료를 쓰는 것임. 하지만 이렇게 되면 

품질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 장치나 제품은 판매나 사용이 어렵게 됨
 무엇을 가볍게 하려면 두께를 얇게 하면 됨. 하지만 이렇게 되면 대부분 강도가 

약해진다. 그런데 이 문제의 제약조건에서 하나 주의할 것은 심리적 타성임
 즉 바꿀 수 있는 것인데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제약 조건은 

가능한 한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단 이 문제에 제약조건은 국수의 맛, 즉 씹는 맛과 매끄러운 맛이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것임
○ 3단계: 모순 발생 및 정의 
 다음 단계는 모순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찾는 것으로 모순이란 진화의 단계에서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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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하나의 특성(A)을 만족하기 위해 어떤 행위(X)를 하면 A는 좋아지지만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다른 특성(B)가 나빠지는 것으로 모순 문제에서는 X를 
찾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전문지식이 됨

 모순에는 물리적 모순(PC)과 기술적 모순(TC)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기술적 모순을 적용하기로 함

TC1: 특성A(씹는 맛)를 만족하기 해서는 행  X(강력분의 사용)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특성 B(매끄러움)가 나빠짐

TC2: 특성B(매끄러움)를 만족하기 해서는 행  X( 력분의 사용)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특성 A(씹는 맛)가 나빠짐

○ 4단계: 모순의 분리 및 해결 
 모순은 상반되는 특성을 하나의 조건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발생함
 트리즈에서는 이 경우 작동시간 OT(Operating Time)이나 작동지역 

OZ(Operating Zone)이란 개념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림 17에서 우동 국수의 단면을 보면 국수에서 매끄러워야 하는 부분은 표면이며 

안은 꼭 매끄러울 필요는 없을 것임. 그렇다면 어느 부분이 씹는 맛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표면과 국수의 안쪽임

 이것을 고려하면 이 문제의 해결방향이 정해짐. 즉 표면은 매끄럽고 표면과 
안쪽은 씹는 맛이 있으면 됨

[그림 17] 우동국수 지역별 요구특성 

○ 5단계: 모순 해결 방법 탐색 
 어떻게 하면 표면은 최대한 매끄럽고 안쪽은 씹는 맛이 최대한 있을까? 그것은 



3. 트리즈(TRIZ) 이론  49
그림 18과 같이 2중 구조의 국수를 만드는 것임

 즉 100% 강력분을 사용하여 가장 쫄깃쫄깃 한 국수 반죽을 만들고 100% 중력분을 
사용해 매끄러운 국수 반죽을 만듬

 그 다음 안에 강력분 반죽을 넣고 중력분 반죽으로 둘러싼 다음 반죽을 잡아 
늘이면 2중 구조 국수가 만들어짐

 이 우동 국수는 표면은 100% 중력분으로 되어 있어 가장 매끄러우면서 동시에 
안은 100% 강력분으로 되어 있어서 가장 씹는 맛이 있는 이상적 국수가 됨 

[그림 18] 이상  우동 국수

○ 6단계: 추가 개선안 탐색 
 일단 이 문제는 끝났지만 완전히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님. 예를 들면 반죽하는 

물의 온도, 숙성시간, 밀가루의 연마 정도, 밀가루의 시간적 품질 등 반죽조건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 때문임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함 
그림 19로 예를 더 들어보면 현재의 수세식 변기는 1회에 약 13리터라는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변기의 구조에 기인함

○ 수세식 변기에는 정화조에서 악취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항상 물이 고여 있는 
트랩이라는 구조가 있음

 그림 19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트랩의 끝은 위로 올라간 구조를 하고 있음. 
따라서 물이 이것을 타고 넘으려면 높은 수압이 필요해져 물탱크의 높이가 
높아지고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게 되는 것임

○ 전통적인 문제해결에서는 트랩의 높이를 낮추거나 그림 19에서처럼 별도의 
장(field) 즉, 공기압을 추가하는 등 문제와 적당히 타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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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없음. 문제의 본질을 찾아내어 모순(물리적, 
기술적)을 정립해야 한함

[그림 19] 수형 변기 (1)

○ 이 예제에서 모순이 일어나는 본질은 변기 트랩이 경직되어 있다는 것으로 물리적 
모순을 이용한 트리즈에서는 다음과 같이 문제를 해결함

 PC1: 물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변기 트랩이 없어야 한다.
 PC2: 악취를 막기 위해서는 변기 트랩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없어야 한다’와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상호배타적인 문제를 설정할 

때 혁신이 얻어짐 
○ 모순을 타협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순을 분리해야 함. 그림 19와 같이 

13종류의 분리 원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간, 공간, 조건에 의한 3종류의 
분리를 많이 사용함

 시간에 의한 분리는 상반되는 조건이 존재하는 시간을 분리하는 것으로 그림 
20의 예제는 여기에 해당됨. 변기에서는 시간에 의한 분리를 적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변기 트랩이 없어야 하는 시간은 언제인가? 배설을 하는 시간과 오물을 내리는 

시간 동안으로 이 동안은 어차피 냄새가 나기 때문에 트랩의 역할은 없거나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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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로 있어야 하는 시간은 언제인가? 그것은 나머지 시간으로 오물은 내리는 

시간만 없어지고, 다른 시간 동안에는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임. 

발명자는 그림 20처럼 가동식 트랩을 발명하여 모순을 분리하 고 그 결과 

3리터만 사용하는 4배의 기술 신을 달성해냄

[그림 20] 수형 변기 (2)

 공간에 의한 분리는 상반되는 조건이 존재하는 공간을 분리하는 것으로 앞의 
우동 국수 예가 여기에 해당됨

2   안경의 경우 멀리 보아야 하는 특성과 가까운 곳을 보아야 하는 

특성을 동시에 만족하기 해서 공간에 의한 분리를 용해 안경의 

윗면과 아래면을 분리하고 있음

 조건에 의한 분리는 상반되는 요구가 존재하는 조건을 분리하는 것으로 삼투막의 
경우 물은 통과하지만 녹아있는 물질은 통과하지 않음

낮은 속도로 물에 들어가면 부드럽지만 속도가 빨라지면 강해짐.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식으로 상반되는 요구를 조건에 따라 

분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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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물리  모순의 해결원리

·공간에 의한 분리

·시간에 의한 분리

· 체와 부분에 의한 분리

·조건에 의한 분리 

·시스템 천이 1a: Super system안으로 균일과 이질의 혼합

·시스템 천이 1b: 시스템에서 반 시스템으로 가거나 반 시스템과 결합 

·시스템 천이 1c: 시스템 체는 특성 C를 가지고 일부는 반C를 가짐.

·시스템 천이 2: 마이크로 벨에서 작용하는 시스템으로 이

·상 이 1: 시스템의 부분이나 환경에 상변화

·상 이 2: 시스템 부분의 동  

·상 이 3: 상변이와 련된 상의 이용

·상 이 4: 단일상 물질을 복합상 물질로 변경

·물리-화학 상 이: 결합-분해, 이온화-재결합 등에 의한 물질 제거, 창조

4) 기술진화(Technology Evolution)
기술진화란 ‘기술이 우연이나 운이 아니라 정해진 방향과 법칙을 가지고 
진화한다’는 이론임

○ 알트슐러는 수많은 특허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술 시스템도 자연이나 사회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변증법적으로 진화한다는 것을 밝혀냄

 그 결과를 알트슐러의 제자들이 다양하게 재정리하였음. 예를 들어, Ideation 
쪽 전문가들은 표 18과 같은 12개의 법칙으로 정리해 기술진화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활용하도록 했으며 이 법칙은 나중에 DE(Directed Evolution) 
기법에서 좀 더 다양하게 확대됨

[표 18] 기술진화의 법칙

1. 이상성 증가의 법칙                    7. Macro에서 Micro로의 이행법칙

2. 시스템 경로 완 성의 법칙             8. "물질-장" 포함 증가의 법칙

3. 시스템 에 지 도성의 법칙           9. 기술시스템 진화의 스테이지 

4. 리듬조화성의 법칙                    10. 다이나미즘과 제어성이 높아지는 방향

5. 부품의 불규칙성에 의한 발 의 법칙   11. 복잡화에서 단순화로 진화

6. Super system 이행의 법칙             12. 인간 개재 감소방향으로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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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진화 법칙은 연구개발에서 연구테마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

 선진국 연구개발에서 성공 확률은 순수 기초연구의 경우 0.3%, 응용연구의 
경우도 30~40% 정도로 알려져 있음

 여러 실패원인이 있지만 기술진화의 방향을 잘못 예측한 것이 큰 원인 중에 
하나로 다시 말하면 곧 죽게 될 고목나무에 비료를 주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없는 것임

 따라서 연구개발자들은 기술진화의 방향을 알기 위해 델파이법에 의한 미래예측, 
기술로드맵 작성 등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며 기술진화 법칙은 
이런 목적을 만족하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 광원(光源)을 예로 기술진화 법칙을 응용해 보면 먼저 시스템 에너지 전도성의 
법칙을 활용할 수 있음

 이것은 기술시스템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중력 ⇨ 기계 ⇨ 화학 ⇨ 열 ⇨ 전기 
⇨ 전자기 등의 순이나 고체 ⇨ 액체 ⇨ 기체 ⇨ 장(field) 순으로 인간이 제어하기 
쉬운 에너지로 진화한다는 것임

 이것을 광원에 응용하면 양초라는 고체에서 석유라는 액체로, 그리고 
가스등이라는 기체로 또한 백열전구라는 장으로 발전하는 것을 알 수 있음 

 백열전구까지 발전하면 이상성 증가의 법칙이 적용되어 좀 더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지는 형광등으로 발전하며 또한 좀 더 적은 물자를 사용하도록 크기가 
작으면서도 밝기는 동일하거나 우수한 세관 형광등으로 발전함

 앞으로 더 발전하면 발광 면적의 효율성이 낮은 선형 형광등에서 면형 형광등으로 
진화할 것임 

제어성이 높아지는 법칙이 용되면 제어가 어려운 타려식 안정기에서 제어가 

용이한 자식 안정기로 진화함

리듬 조화성의 법칙이 용되면 아직은 발명되지 않았지만 실내 온도에 따라 

형 등 등 시간을 다르게 하는 시스템이 나올 수 있음 

물질-장 포함 증가의 법칙이 용되어 단일 장 형 등에서 삼 장, 오 장 

형 등으로 진화했고, 자외선을 이용해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것으로 진화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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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은 불규칙하게 발 하는 법칙을 용하면 형 등 기구 에서 안정기는 

지난 수십 년 간 거의 진화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복잡화에서 단순화로 진화하는 법칙을 용하면 형 등에서 극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형 등이 진화할 것을 알 수 있음

슈퍼 시스템 이행의 법칙을 응용하면 형 등의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는 

수명주기가 형 등 기술에 환경을 고려할 것을 측할 수 있으며 재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수은이 다른 것으로 체되거나 없어지며, 형 등의 불빛이 

인간에게 미치는 향에 한 진화가 이 질 것임 

 기술시스템 진화의 스테이지 법칙을 응용하면 형광등이 포화시장에 도입하여 
새로운 시스템으로 진화할 것을 예측할 수 있음. 그래서 LCD의 back light로 
사용되는 냉음극 형광등으로 진화함

[그림 21] 기술진화 법칙 응용 

사. 트리즈는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트리즈를 실제로 활용할 정도로 배우려면 최소한 120시간 이상을 요구하는 
학습량과 자신의 과제 2개 이상에 트리즈를 적용해 해답을 찾는 실전을 해야 함

○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소한 6개월이 요구되며 국내에 소개된 지 10년이 다 
되어 가지만 다른 기법들과 달리 3수준 이상의 전문가가 200여명(이 중 180여명은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에 소속) 밖에 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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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9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트리즈 전문가 과정은 총 5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자적으로 트리즈를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3 수준 이상의 트리즈 전문가가 
되어야 함

[표 19] 트리즈 국제 인증

 학습할 때 주의할 것은 명칭에 구애 받지 말고 그 작동원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임. 예를 들면 발명원리 1번 ‘분할’, 2번 ‘추출’하는 식으로 외우면서 
학습해야 의미가 없음

 문제를 놓고 그 문제가 발명원리 1번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식이 되어야 하며 물리적 모순, 물질-장 분석 등 다른 기법도 마찬가지임

 그림 22에 나타낸 것처럼 국내에 발간된 또는 학습 필요가 있는 책들은 발명원리 
40, 물질-영향 분석과 표준해 76, 기술진화 법칙을 배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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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처음부터 이들 책으로 혼자서 배우는 것은 용이하지도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3 수준 이상의 트리즈 전문가에게 강의를 듣는 것을 권장하며 앞의 
교재들을 이용해 복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그림 22] 트리즈 서 (일부)

○ 다음에 트리즈의 ‘개념’들을 배워야 하지만 적당한 교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

 트리즈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0개 이상의 예제를 풀어보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함 

 참고서적으로 ‘이노베이션 알고리즘-알트슐레르’, ‘Right solution at the right 
time- Salamatov’, ‘Creativity as a Exact Science- G. Altshuller’ 등에서 이해를 
도울 수 있음

 이 역시 전문가의 강의를 듣는 것이 효과적이나 이것을 강의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가는 국내에 몇 명 되지 않고 또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깨달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강의로 완전하게 학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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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IZ-85C 와 같은 사고 프로세스는 반드시 각 단계별로 바탕이 되는 사상을 

익혀야만 활용할 수 있음
 먼저 전문가에게 ARIZ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에 ARIZ를 이용해 자신의 문제를 

적어도 2개 이상 풀어보아야 하며 해답을 3 수준 이상의 트리즈 전문가와 상의하여 
평가를 받음

 한 문제 당 평균 3개월 정도로 반 년간 2개의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면 트리즈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이며 다음은 이들을 계속 반복하여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트리즈 기법이나 개념, 프로세스를 문제에 실제로 적용할 때 생각보다 용이하지 
않은데 가장 큰 이유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를 위해서는 Modern TRIZ의 각종 분석기법을 익힐 필요가 있음

 문제 해결보다는 정확한 문제의 이해가 정확한 해답을 얻는데 더 중요함. 다시 
말해 틀린 문제에 대해 정확한 답을 얻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임

성실하기만 하면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트리즈가 필요 없다. 하지만 

명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트리즈를 배우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성실한 직업(육체노동)에서 생산성의 차이는 3배를 넘지 못하지만 명한 

직업(연구기술직)에서는 생산성은 140배가 차이 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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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트리즈 도입 및 활용현황

가. 국내 도입현황

1) 제1기 도입기(1996~1999년)
국내에 트리즈가 최초로 도입된 시점은 1995년으로, 국내 가전업체인 
LG전자에서 처음 활용되기 시작함

○ LG전자에 트리즈를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은 前(주)한국ASI의 장기일 박사로, 
미국 ASI의 트리즈 프로그램을 LG전자생산기술원에 소개한 것이 계기가 됨

 LG전자에서는 이 방법론을 습득하기 위해 트리즈 마스터 지노비로이젠, 
보리스즐로틴, 알라주스만을 국내로 초청하여 사내에서 트리즈 교육을 실시함

 그리고 Ideation International에 연구자를 파견해 공동 연구를 통해 국내 최초의 
트리즈 활용 성과인 '에어컨 소음 절감' 사례가 1998년 일본의 '닛케이 메카니컬' 
잡지에 소개됨

○ 삼성은 1997년 삼성종합기술원의 정보관리부서의 김익철(현 트리즈협회 회장)이 
트리즈 방법론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만들어 내부적으로 보고함

 이를 토대로 1998년 상반기 삼성전자의 기술전략팀에서 활용여부를 검토했지만 
이 방법론의 가치를 크게 평가하지 않음

 반면 삼성SDI에서는 1998년 8월 당시 사장이었던 삼성인력개발원의 손욱 원장이 
기술본부에 지시하여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수단으로 신속하게 도입을 추진함

 삼성SDI에서는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트리즈 도입창구로서 삼성SDS를 통해 
미국 젠쓰리사의 샘코간, 일본 미쯔비시 연구소의 코니시를 초청하여 트리즈 
세미나를 실시함

 LG전자를 다녀간 트리즈 마스터 지노비로이젠을 초청하여 삼성SDI, 삼성전자, 
삼성종합기술원, 삼성전기의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5일간의 트리즈 세미나를 
실시하고 트리즈 소프트웨어의 도입을 추진함

 1999년 일본 미쯔비시를 방문하여 트리즈 교육을 벤치마킹하고 러시아 트리즈 
전문가 2명을 채용하여 트리즈팀을 구성, 트리즈 활동을 전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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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 시기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트리즈의 보급은 한국 SANNO와 

한국능률협회 매니지먼트 컨설팅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트리즈 세미나를 개최함
 한국 SANNO에서 보리스즐로틴과 알라주스만을 초청하여 개최한 트리즈 

세미나에는 참석자가 300여명에 이르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킴
 하지만 한국능률협회 매니지먼트 컨설팅에서 일본인을 초청하여 실시한 트리즈 

세미나는 기업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음
 1999년 6월에 출범한 한국 트리즈 연구회가 외부적인 활동의 명맥을 이어 갔으며, 

한국어로 된 트리즈 관련 서적도 2권으로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볼 수 있음

2) 제2기 도약기(2000~2003년)
제1기가 국내 두 전자업체가 중심이 되어 사내의 기술 문제해결 수단으로 트리즈 
활동을 전개했던 시기라면, 제2기 도약기에는 국내 처음으로 트리즈 전문회사들이 
출범하여 일반기업들과 학교를 대상으로 트리즈 보급을 시작함

○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삼성의 경우, 삼성종합기술원, 삼성전자는 트리즈 
전담팀을 구성, 러시아의 트리즈 전문가를 다수 채용하여 사내교육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컨설팅을 진행함

 삼성전기, 삼성SDI 및 LG전선은 트리즈 담당자 지정 및 러시아 트리즈 전문가 
채용을 통해 전사적인 트리즈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함

 POSCO와 KT도 트리즈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고 기업들의 이러한 
트리즈 도입 활동의 성공결과는 국내외 언론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알려졌고, 
국제 컨퍼런스와 저널을 통해 한국의 트리즈 도입 성공사례가 세계에 알려짐

○ 트리즈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전문 컨설팅 회사들은 사업 차원에서 트리즈 
소프트웨어와 교육 프로그램을 각 기업 대상으로 활발하게 보급함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잠재고객을 확보해갔으며, 일반인들과 학생들의 참여가 
이어졌음

 한국트리즈연구회는 이 시기에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정부 산하 단체로서 
트리즈 활동의 공익성을 갖추고 트리즈 보급을 위한 출판 노력을 기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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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즈 이론의 창시자인 알트슐러 박사의 핵심서적 2권과 응용서적 2권이 
우리말로 번역 출판되어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인 것이 이 이후의 트리즈 확산 
기틀을 세움

○ 특히, 이 시기에 트리즈에 최대의 관심을 보인 곳은 기업보다는 오히려 대학들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아주대학교, 대진대학교, 중앙대학교, 상지대학교, 

경남대학교, 포항공대, 부경대학교, 울산공대, 서울대학교, 선문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관심있는 교수들의 주도로 트리즈 세미나 개최, 소프트웨어 도입 및 
부분적인 트리즈 강의가 개설됨

 선문대학교의 경우는 지속적 창의력 형성을 위한 트리즈 교육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러시아 트리즈 교육 전문가를 통해 트리즈 교육 시스템 도입을 시도함

3) 제3기 성장기(2004~현재)
○ 이 시기에는 기업계는 물론 학계에 이르기까지 가장 광범위한 트리즈 보급이 

이어지는 시기임
 기업계의 트리즈 도입에 대한 관심은 대기업 뿐 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대학의 창의적 공학설계 수단으로 활용하는 대학이 늘어남
하지만 재 한국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산업 분야의 트리즈에 

한 심은 미미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트리즈 전문가들이 트리즈 도입기업 및 국내 트리즈 단체들을 통해 다수 배출되어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트리즈 서적의 출간, 한국어 트리즈 소프트웨어 개발, 
잘 다듬어진 각 계층의 트리즈 교육 프로그램들이 확산됨

나. 국내 활용현황

1) 산업분야 관점에서
국내의 트리즈 활용은 주로 전자산업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삼성과 
LG의 트리즈 도입이 이와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국내 철강산업을 주도하는 POSCO가 트리즈 활동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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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업   기 명

기업

LG생산기술원(1995), 삼성SDI(1998), 삼성종합기술원(1999), 삼성 자(1999), 

삼성 기(2001), LG 자, LG화학, 제일모직, 삼성건설, 삼성석유화학, 

삼성정 화학, POSCO, 하이닉스, 자동차, 농심, 캐피털, KT, SKT, 

만도, 모비스, 한라공조, RIST

실제로 이 회사와 관련된 기업들의 트리즈 도입은 드문 실정임
 또한 정보통신망 사업체인 KT도 2004년부터 트리즈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 하부의 통신망 설비, 부품업체 등에 대한 트리즈 도입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임

 화학산업 분야의 경우는 트리즈 도입초기 LG화학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지만 
지금은 아주 미약하고 이러한 상황은 관련 산업의 트리즈 활용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

○ 트리즈 활용을 통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산업분야가 자동차 
산업분야로서 우리보다 트리즈를 앞서 도입한 미국, 일본, 유럽의 경우 자동차 
관련 업체들의 활용이 활발함

 우리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분야의 트리즈 활용은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는 실정임

IT, BT 산업분야는 아직도 미활용 분야 의 하나이지만 미국의 경우 1999년부터 

최근까지 벤더빌트-노쓰웨스트런, 텍사스-하바드/MIT 공학연구센터의 생명공학에 

한 교육을 한 VaNTH.ERC(http://www.vanth.org)에서 트리즈를 생명공학 

교육과정에 활용하고 있는 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2) 방법론 관점에서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트리즈는 삼성, LG, POSCO, 현대자동차, Amore Pacific 
등 일부 기업이 Modern TRIZ를 익히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계에서는 Classical 
TRIZ범주에 머물고 있음

○ 국내에 소개된 대부분의 트리즈 번역서들은 Classical 트리즈를 다루는데 그치고 
있으며, Modern 트리즈를 다룬 번역서로는 AIST 관련서적 2권으로 다른 Modern 
트리즈에 대한 소개서도 출간됨

[표 20] 트리즈 활용 국내기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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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
특허청, 환경부, 국가보훈처, 과학기술부, 제천시청, 서울시, 건설교통부, 

생산기술연구원, 교육인 자원부, 세청

학교
아주 학교, 부경 학교, 한국산업기술 학교, 고려 학교, 서울 학교, 

한양 학교, 제주 학교

다. 국내현안 및 개선방향

한국의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의 혁신수단의 하나로 트리즈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트리즈 이론을 발전시키고 성공사례를 확대해 나가야 함

○ 국내에 트리즈가 산업계를 통해 소개되었지만 도입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의 활용, 한정된 산업분야에의 적용 및 학계의 보급과 활용이 
더딘 실정임

 트리즈 이론은 처음 접하는 사람들 관점에서 사고하는 방법 및 내용 자체가 
난해하게 느껴져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음

 Modern TRIZ를 익힌 전문가 그룹은 각기 TRIZ 교육 및 컨설팅을 수행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

 트리즈 서적을 읽으며 비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스터디그룹인 한국트리즈 
연구회가 1999년 결성되어 2002년에 이르러 사단법인 형태로 전환함

 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트리즈 교육은 아직 체계적이지 않고 대학에서도 
정식 교육과정으로 반영되지 않아 소개 수준의 교육에 머물러 있음

○ 국내에서 창조적 문제해결 방법으로 트리즈를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계에서 
트리즈를 국내 환경에 적합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함

 기초적인 개념을 익히기 시작한 학계, 트리즈 교육 훈련 프로그램 및 툴을 
공급하는 전문적인 트리즈 컨설팅 및 교육업체, 트리즈를 생활이론으로 사용하는 
실천가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정부허가 단체 
등 각계의 노력이 필요함

트리즈의 가치를 타 방법론과 결합하여 시 지를 높일 수 있도록 다른 

방법론의 문가들에게 연계 활용할 수 있다면 트리즈의 장 을 최 한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기 됨



No 총서번호 보고서명 담당자 발간일 분류 공개 
여부

1 총서 제1권 항암 중점 분자표적 김무웅 2005-06-30 특허맵2004-1 공개

2 총서 제2권 비만/당뇨 중점 분자표적 김무웅 2005-06-30 특허맵2004-2 공개

3 총서 제3권 항암 세포치료제 김무웅 2005-06-30 특허맵2004-3 공개

4 총서 제4권 치주질환 억제 및 치료제 김무웅 2005-06-30 특허맵2004-4 공개

5 총서 제5권 남세균(Cyanobacteria)활용 김무웅 2005-06-30 특허맵2004-5 공개

6 총서 제6권 세포스위치 모델시스템 김무웅 2005-06-30 특허맵2004-6 공개

7 총서 제7권 Cytokine 및 cervical cancer 김무웅 2005-06-30 특허맵2004-7 공개

8 총서 제8권 바이오칩 검출기술 김무웅 2005-06-30 특허맵2004-8 공개

9 총서 제9권 약물작용점 탐색기술 김무웅 2005-06-30 특허맵2004-9 공개

10 총서 제10권 Peptide drug 김무웅 2005-06-30 특허맵2004-10 비공개

11 총서 제11권 Metabolic engineering과 Biocatalysis 김무웅
김은중 2005-06-30 특허맵2005-1 공개

12 총서 제12권 Embryonic stem cell과
Xenogenic organ과 Organogenesis 김은중 2005-06-30 특허맵2005-2 공개

13 총서 제13권 미생물(박테리아, 효모, 곰팡이)발현
시스템 및 동물세포 발현시스템 김은중 2005-06-30 특허맵2005-3 공개

14 총서 제14권 약물전달시스템 김무웅 2005-07-19 기술동향2005-1 공개

15 총서 제15권 줄기세포 문성훈 2005-07-19 기술동향2005-2 공개

16 총서 제16권 세포치료제 문성훈 2005-07-19 기술동향2005-3 공개

17 총서 제17권 형질전환동물 및 이종장기 김은중 2005-07-19 기술동향2005-4 공개

18 총서 제18권 단백질 칩 김은중 2005-08-12 기술동향2005-5 공개

19 총서 제19권 BT 산업동향보고서 편람 1 문성훈 2005-09-13 산업동향2005-1 공개

20 총서 제20권 바이오칩, 바이오센서 및 바이오 MEMS 김무웅 2005-10-7 기술동향2005-6 공개

21 총서 제21권
삼투압 작용을 이용한 경구용 약물 
방출제어 약물전달시스템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맵 분석

김무웅 2005-12-31 특허맵2005-4 공개

22 총서 제22권 미생물 유전체 활용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맵 분석과 핵심특허 확보 방안연구 김무웅 2005-12-31 특허맵2005-5 공개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총서 목록 ◑



23 총서 제23권
국소 주입형 고분자 젤을 이용한 
지능형 항암제 전달 시스템 
개발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맵 분석

김무웅 2005-12-31 특허맵2005-6 공개

24 총서 제24권 단기분석 특허맵 보고서 모음 김은중
김무웅 2006-02-10 특허맵2006-1 공개

25 총서 제25권 2005 생명공학 주요 통계 모음 문성훈 2006-02-22 산업동향2006-1 공개

26 총서 제26권 BT 제도동향보고서 이천무 2006-02-28 제도동향2006-1 공개

27 총서 제27권 면역조절치료제 김은중 2006-02-28 기술동향2006-1 공개

28 총서 제28권 해외 생물소재센터 구축 및 활용 김영철 2006-05-04 정책기획보고서 공개

29 총서 제29권 단백질체 연구 및 활용치료제 김무웅 2006-06-06 기술동향2006-2 공개

30 총서 제30권
국내 비임상․임상 인프라에 
대한 현시점과 신규 수요파악을
위한 설문 결과 보고서

문성훈 2006-07-10 산업동향2006-2 공개

31 총서 제31권
이종장기 관련 국내 미진입 특허
분석을 통한 국내 공백기술에
관한 연구(돼지를 중심으로)

김무웅 2006-09-10 특허맵2006-2 비공개

32 총서 제32권

세포치료제 관련 국내 미진입 특허
분석을 통한 국내 공백기술에
관한 연구(성체줄기세포를 
중심으로)

김무웅 2006-09-10 특허맵2006-3 공개

33 총서 제33권
바이오신약 대표적 블록버스터
의약품 관련 특허들의 출원 및
등록 경향과 특허망에 대한 분석

김무웅 2006-09-10 특허맵2006-4 공개

34 총서 제34권 Status of Biotechnology in Korea 김영철 2006-10-20 정책동향2006-1 공개

35 총서 제35권 신약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혁신 확산전략 이천무 2006-12-29 정책연구보고서 공개

36 총서 제36권 바이오에너지 김은중 2006-12-30 기술동향2006-3 공개

37 총서 제37권 시스템생물학 김무웅 2006-12-30 기술동향2006-4 공개

38 총서 제38권
경기바이오센터 
BT인프라(GLP/GMP) 시설 구축 
타당성 조사 연구

문성훈 2007-04-30 산업동향2007-1 비공개

39 총서 제39권 글라이코믹스 및 탄수화물 의약품 김은중 2007-06-14 기술동향2007-1 공개

40 총서 제40권 주요국의 바이오산업 동향 분석 문성훈 2007-06-30 산업동향2007-2 공개

41 총서 제41권 생명공학 기술영향평가 및 
공공인지도 이천무 2007-07-18 제도동향2007-1 공개

42 총서 제42권 유전체 연구 및 활용기술 김영철 2007-07-20 기술동향2007-2 공개

43 총서 제43권 뇌연구 및 활용기술 김무웅 2007-07-25 기술동향2007-3 공개



44 총서 제44권 2007년 생명공학 기초 통계집 윤동섭 2007-08-31 통계2007-1 공개

45 총서 제45권
바이오신약∙장기 제품군별/주요질환별 
세계 및 국내 시장현황과 전망분석에 
관한 연구

김무웅
김은중 2007-09-01 산업동향2007-3 공개

46 총서 제46권 1989~1997년간 미국 FDA에서 
승인된 신약 관련 특허 분석 

김은중
김무웅 2007-09-01 특허맵2007-1 공개

47 총서 제47권
바이오그린21사업 핵심기술별 
특허분석-전반부(작물, 동물, 곤충, 
농용미생물, 조류(algae)를 중심으로)

김무웅
김은중 2007-10-10 특허맵2007-2 공개

48 총서 제48권
바이오그린21사업 핵심기술별 
특허분석-후반부(Genomics, 
Proteomics, GMO를 중심으로)

김은중
김무웅 2007-10-10 특허맵2007-3 공개

49 총서 제49권 고령화 사회 대응 연구개발 추진 및 
지원방안 기획

장현숙
(김영철) 2007-10-11 정책연구보고서 공개

50 총서 제50권
항체치료제 제작 관련 플랫폼 기술에 
대한 핵심특허 및 관련 업체 
심층분석

김무웅
김은중 2007-10-16 특허맵2007-4 공개

51 총서 제51권
아토피 치료제 관련 국내외 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개발 트랜드 및 
국내 보유기술 분석 연구

김은중
김무웅 2007-10-16 특허맵2007-5 공개

52 총서 제52권 미국의 생명공학 혁신체제 정선양
(이천무) 2007-11-27 정책연구보고서 공개

53 총서 제53권 BT 시장 현황 및 전망 분석 보고서 김은중 2007-12-15 시장동향 공개

54 총서 제54권 프로테오믹스이용기술개발사업단
3단계 기획연구

김무웅
김은중 2007-12-20 정책기획보고서 비공개

55 총서 제55권 국가생명자원 현황 실태조사 최홍근
(김영철) 2007-12-31 기술동향2007-4 공개

56 총서 제56권 프로테오믹스 중점 연구분야별 서지
(특허,논문)분석

김은중
김무웅 2008-01-14 특허맵2008-1 비공개

57 총서 제57권 국가 생명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 
마스터플랜 김영철 2008-01-31 정책기획보고서 공개

58 총서 제58권 2005생명공학백서 김영철 2005-12-31 생명공학백서 공개

59 총서 제59권 Biotechnology in Korea 김은중 2006-02-08 생명공학홍보책자 공개

60 총서 제60권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바이오 김은중 2006-07-10 생명공학홍보책자 공개

61 총서 제61권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07~'16) 이천무 2006-12-15 정책기획보고서 공개

62 총서 제62권 "Bio-Vision 2016" 수립 사례로 본
기본계획작성 메뉴얼 문성훈 2007-02-01 정책기획보고서 공개

63 총서 제63권 Bio-Vision 2016 홍보브로셔 김영철 2007-03-12 생명공학홍보책자 공개

64 총서 제64권
제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94∼’06) 
우수연구성과 모음집

김은중 2007-02-15 정책기획보고서 공개



65 총서 제65권 2007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책자 이천무 2007-04-04 정책기획보고서 공개

66 총서 제66권 2007 생명공학백서 김영철 2007-12-28 생명공학백서 공개

67 총서 제67권 제2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 
최종보고서 이천무 2008-01-06 정책기획보고서 공개

68 총서 제68권 환경생명공학(Bioremediation을 
중심으로) 김무웅 2008-01-31 기술동향2007-5 공개

69 총서 제69권 한의약 R&D 중장기 육성·발전 계획 
(2008~2017) 문성훈 2008-03-10 정책기획보고서 공개

70 총서 제70권 주요국의 생명공학 정책동향 윤동섭 2008-03-31 정책동향2008-1 공개

71 총서 제71권 2008년 생명공학 주요 통계자료 모음 윤동섭 2008-03-31 통계 2008-1 공개

72 총서 제72권 주요 질환별 신약개발 동향 김은중 2008-04-04 기술동향2007-6 공개

73 총서 제73권 국내외 해양과학 기술동향분석 김수길 2008-04-07 정책기획보고서 비공개

74 총서 제74권 한의약 R&D중장기 육성․발전 기획 
연구 문성훈 2008-04-28 정책기획2008-1 공개

75 총서 제75권 한의약 기술동향보고서 김은성 2008-06-30 기술동향2008-1 공개

76 총서 제76권 2008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보고서 이천무 2008-07-25 정책기획2008-2 공개

77 총서 제77권 2008 줄기세포시행계획보고서 이천무 2008-07-25 정책기획2008-3 공개

78 총서 제78권 일본 제약산업의 발전과정과 공공정책 
및 미래상 윤동섭 2008-07-31 산업동향2008-1 공개

79 총서 제79권 미국 제약기업 및 바이오벤처의 
성장전략 윤동섭 2008-07-31 산업동향2008-2 공개

80 총서 제80권 2단계 1차년도(’07.7-’08.6) 센터 
실적보고서 문성훈 2008-07-31 정책연구2008-1 비공개

81 총서 제81권 2008년 생명공학기초통계 윤동섭 2008-08-31 통계2008-2 공개

82 총서 제82권 해양생명공학 기술동향보고서 김수길 2008-10-29 기술동향2008-2 공개

83 총서 제83권 줄기세포 연구 및 활용기술 김무웅 2008-10-31 기술동향2008-3 공개

84 총서 제84권 생명공학분야 로열티 결정모형 성웅현
(이천무) 2008-10-31 정책연구2008-2 공개

85 총서 제85권 국내 생명공학관련 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류화신
(이천무) 2008-10-31 정책연구2008-3 공개

86 총서 제86권 보건의료 R&D 분야 발전방안 김영철 2008-10-31 정책연구2008-4 비공개

87 총서 제87권 OECD 생명공학작업반 활동분석 김은성 2008-11-25 정책연구2008-5 공개



88 총서 제88권 바이오매스 에너지 연구개발사업 
기획을 위한 연구 김영철 2008-11-28 정책기획2008-4 비공개

89 총서 제89권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 역할 정립 
및 연구분야 발굴 기획 보고서 문성훈 2008-12-30 정책기획2008-5 비공개

90 총서 제90권 국내외 줄기세포 연구역량 
조사분석 및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김무웅
김은중 2008-12-31 정책기획2008-6 비공개

91 총서 제91권
국내외 줄기세포 기술분야별 
연구역량 조사를 위한 기술맵 및 
인력맵 작성

김은중
김무웅 2008-12-31 특허맵2008-2 비공개

92 총서 제92권 Bioin BT스페셜 전문가리포트 박미정 2008-12-31 Bioin스페셜 2008 공개

93 총서 제93권 단백체학 연구 및 활용기술 김은중 2009-01-13 기술동향2008-4 공개

94 총서 제94권
바이오분야 하이테크 제품관련 
리스크와 소비자 혁신성 및 
제품수용성에 관한 연구

서상혁
(문성훈) 2009-02-10 정책연구2009-1 공개

95 총서 제95권
뇌기능활용및뇌질환치료기술개발연
구사업단 3단계 기획을 위한 
3P(Paper, Patent, Product) 분석

김무웅
김은중 2009-02-10 특허맵2009-1 비공개

96 총서 제96권
이종장기 생산용 무균 및 복제돼지 
관련 국내 미진입 특허분석을 통한 
국내 공백기술에 관한 연구

김은중
김무웅 2009-02-12 특허맵2009-2 비공개

97 총서 제97권 BT 통계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제언 윤동섭 2009-03-31 정책연구2009-1 공개

98 총서 제98권 바이오융합기술 
-바이오나노 기술을 중심으로- 신승후 2009-03-31 기술동향2008-5 공개

99 총서 제99권

Fraunhofer Center for 
Biopharmaceutical 
Research(CBR) 한국연구소 유치 
타당성에 관한 연구

김무웅
김수길 2009-04-10 정책기획2009-1 비공개

100 총서 제100권 노화연구 및 활용기술 김무웅 2009-04-20 기술동향2008-6 공개

101 총서 제101권
신약개발 bottleneck 해결을 위한 
기획연구 문성훈 2009-04-25 정책연구2009-2 공개

102 총서 제102권 바이오 세계로의 초대 김은중 2009-04-25 생명공학홍보책자 공개

103 총서 제103권 2009 Biotechnology in Korea 김은중 2009-05-25 생명공학홍보책자 공개

104 총서 제104권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중장기발
전계획(’08~’17) 문성훈 2008-06-01 정책기획2009-2 공개

105 총서 제105권
Approaches to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Korean 
Biotechnology

문성훈 2009-09-04 정책연구2009-3 공개

106 총서 제106권 2009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이천무 2009-08-30 정책기획2009-3 공개

107 총서 제107권 2009년도 줄기세포연구시행계획 이천무 2009-08-30 정책기획2009-4 공개

108 총서 제108권 2009년 Bioin 이슈&특집(상) 박미정 2009-11-07 Bioin 2009-1 공개



109 총서 제109권 2009년 생명공학 기초 통계 문성훈
김용경 2009-11-18 통계2009 공개

110 총서 제110권 2단계 정책정보기반사업 추진계획 이천무 2009-11-25 정책연구2009-5 비공개

111 총서 제111권 바이오 R&D 효율화 정립방안 이천무 2009-11-25 정책연구2009-6 비공개

112 총서 제112권 2009 제도동향 보고서 이천무 2009-11-25 제도동향2009-1 공개

113 총서 제113권 MD-Ph.D 협력프로그램 기획연구 이천무 2009-11-25 정책연구2009-7 비공개

114 총서 제114권 약물전달시스템 활용기술 김은중 2009-12-22 기술동향2009-1 공개

115 총서 제115권 2009 Bioin 스페셜 전문가리포트 박미정 2009-12-30 Bioin 2009-2 공개

116 총서 제116권 2009 생명공학백서 김영철
양준혁 2009-12-31 생명공학백서 공개

117 총서 제117권 진안 홍삼연구소 발전방안 기획보고서 김영철 2009-12-31 정책기획2009-5 비공개

118 총서 제118권 Bioin 이슈&특집 2009_하 박미정 2010-1-15 Bioin 2009-3 공개

119 총서 제119권 BioWatch 국가별 최신 BT동향 박미정 2010-1-15 Bioin 2009-4 공개

120 총서 제120권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동향
(유전자치료제를 중심으로) 손진영 2010-2-10 기술동향2009-2 공개

121 총서 제121권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동향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중심으로) 김용경 2010-2-10 기술동향2009-3 공개

122 총서 제122권 인플루엔자 연구 및 활용기술 양준혁 2010-2-10 기술동향2009-4 공개

123 총서 제123권 주요 질환별 기술개발 동향
(심혈관질환을 중심으로) 신율 2010-2-10 기술동향2009-5 공개

124 총서 제124권 후성유전체 연구 및 활용기술 김무웅 2010-3-17 기술동향2009-6 공개

125 총서 제125권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기획연구

김무웅
김은중 2010-04-01 정책기획2010-1 비공개

126 총서 제126권
바이오 분야에서의 트리즈(TRIZ) 
적용사례 연구 김무웅 2010-04-15 정책기획2010-2 공개

※ 공개된 총서는 BioIn정보포털사이트(http://www.bioin.or.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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