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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비디파트너스는 지난 20년 간 축적된 전문성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산업계의 R&D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제품/기술을 제공하는 가치혁신(Value Innovation) 전문기업입니다.

회 사 명 (주)알앤비디파트너스(R&BD Partners) 대표자 신민수

사업 분야 연구개발 전 분야(리서치, 제품기획, 제품 및 기술개발, 원가혁신, 품질혁신, 특허회피, 기술문제해결)

설립 년도 1999년 [해당부문 종사기간: 20년]

보유 장비 CAE Tools, CATIA, SolidWorks, Unigraphics, CNC, 3D 프린터, Goldfire Innovator(기술정보 검색엔진, 美 IHS)

일반 현황

기획 본부 컨설팅 본부 전문가/자문 그룹

프로젝트 기획
프로젝트 관리

컨설팅 팀
(방법론 교육/컨설팅)

엔지니어링 팀
(설계/해석/시제품제작)

• 방법론 전문가 그룹
• 기술 전문가 그룹
• 국내외 파트너십 펌

지역 센터

• 동남권 센터

• 서남권 센터

대표이사
조직도

01. 기업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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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비디파트너스는 다양한 제품개발 방법론을 선도적으로 도입/개발하여 산업계에 전파하고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왔으며 삼성전자,

국제트리즈협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공로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기관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감사패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개발원, 2016년

<내용>
중소스포츠비즈니스지
원사업(제품경쟁력 부
분) 우수성과

수상 내역

공로상
국제트리즈협회
(MATRIZ), 2015년

<내용>
TRIZ 교육 및 컨설팅
성과 창출을 통한 확산

감사패
삼성전자, 2001년

<내용>
개발부문 6시그마
(DFSS)의 성공적 추진
및 성과 기여

01. 기업 일반

지식서비스대상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

<내용>
지식서비스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

※ ASI (American Supplier Institute)

: Taguchi 박사가 1981년 설립한 美 컨설팅펌
: DFSS, Six Sigma, Robust Engineering, LEAN, 

TRIZ, VOC, QFD, Quality 전문 기업

※ IHS (Global Research 전문회사)와 Partnership 체결
Goldfire(TRIZ 지원소프트웨어) 공급 및 교육/컨설팅

※ 국제트리즈협회 제11회 TRIZfest-2015 아시아 최초 유치

•6시그마 도입 및 컨설팅

•제품 플랫폼 전략 방법론 개발 및 컨설팅
•전자산업 특화 DFSS 방법론 개발 및 프로젝트 수행

•Global PLM solution 회사(美 Sopheon)와 사업 제휴
•시장 주도형 신제품개발 프로세스 설계
•㈜R&BD Partners로 회사명 변경

•법인 전환, 연구개발프로세스(DFSS) 방법론 개발 및 컨설팅

•한국 ASI 설립, 신제품개발프로세스 컨설팅(NPD)
•기술혁신 방법론(TRIZ) 국내 최초 도입

•전기, 전자 부품산업 DFSS 소개 및 프로젝트 수행

1996

•자동차 산업 특화 DFSS 방법론 개발 및 프로젝트 수행

•신제품개발 및 출시(NPDI) Process Upgrade 발표

•Design for  Excellence (초우량 설계 : 제조용이성,
친환경, 에너지,서비스,원가,품질) 방법론 개발

: 자동차 및 전자분야 프로젝트 수행

1998

1999

2000

2002

2003

2004

2008

2012

2014
•美 IHS社 Goldfire 공식 Reseller 취득

•포스코인재창조원과 사업 제휴 체결

2015
•국제트리즈협회 한국교육센터 오픈

•국제트리즈협회 제11회 TRIZfest-2015 개최 주관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OPIS 표준방법론 개발

2016
• 美 Gen TRIZ 사와 파트너쉽 체결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감사패 수상

2017 •2017 지식서비스대상 수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및 등록(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2018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및 등록(한국디자인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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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업 일반

https://www.mtckr.com

< 알앤비디파트너스는 국제트리즈협회 한국교육센터의 운영사입니다 >



Capability

▪ 주요사업분야

▪ 경험

▪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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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D(New Product Development)

▪ 다세대 상품기획(MGPP), 플랫폼 설계
▪ Product/Tech Portfolio management

TRIZ (R&D Problem Solving)

▪ 혁신 기술 개발, 애로기술 해결 방법론
▪ 기술 Trend 예측 및 기술 전략 수립

Goldfire Innovator (s/w)

▪ Semantic Engine을 활용한 지식검색
▪ 기술과제해결(원가절감/특허회피)

Design For Six Sigma

▪ NPD process에 기반한 DFSS 추진
▪ Effectiveness + Efficiency

플랫폼 기반 모듈러 디자인

▪ 공통부(플랫폼)과 변동부 정의
▪ 플랫폼 기반의 모듈러 디자인

Product VI (Value Innovation)

▪ Innovate Business Model
▪ New market generation

리서치 및 제품기획

▪ 시장-제품-기술-PJT 연계형 Macro-Micro 분석

▪ 플랫폼 설계, 다세대 상품기획, 제품포트폴리오 기획

제품혁신/신제품·신기술 개발

▪ 기술문제해결/신개념개발/원가절감/특허회피/공정개선 컨설팅

▪ 제품 디자인, 설계(도면화), Simulation, Mock-up, prototype

신시장 발굴/BM 개발

▪ MPV 분석을 통한 신제품 아이디어 발굴

▪ 기술융복합 신제품 아이디어 발굴, 보유기술 기반 신시장 발굴

02. 핵심 역량

알앤비디파트너스는 제품개발 전 부문에 걸친 혁신 방법론, 지식과 경험, 컨텐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리서치, 제품기획, 제품(기술, 설비)개발, 신시장 발굴, BM 발굴 등 다양한 연구개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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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평균 50여 개 이상의 기업 및 기관과 함께 100건 이상의 제품기획, 제품개발, 제품혁신, 원가혁신, 특허회피, 공정혁신 프로젝트 수행

산업 및 기술 분야(자동차, 가전, 중공업, 철강, 화학, 소비재)/기업 규모(대기업, 중견, 중소, 스타트업)/기관 유형(민간, 공공, 대학)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02. 핵심 역량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R0ZmnwbvNAhVFspQKHdH4ABAQjRwIBw&url=https://ko.wikipedia.org/wiki/LG%EC%A0%84%EC%9E%90&psig=AFQjCNHQVvJ-qK7bkF86HtmVCglenr2VSQ&ust=146668063351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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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핵심 역량

국내 다수 대학의 산학협력단, 특정 학과 등과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강화 교육 과정 및 비즈니스 모델 구축 과정, 산학

협력 모델 구축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여 취업 및 창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창의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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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핵심 역량

제품기획 – 컨셉개발 – 제품구현 – 시제품 제작에 이르는 제품개발 프로세스 全 범위에 대한 역량을 바탕으로 종합 컨설팅 서비스와

사후지원을 제공함

아이디어 구현 컨셉 설계

작동 메커니즘 개발

- DFSS(QFD, Pugh 등) 

- TRIZ(기능분석, RCA, FOS)

상품기획 개념설계 상세설계 해석/검증 프로토타이핑

MPV 정의

제품 개발방향 도출

기술 검색 및 아이디어 도출

-NPD(DFSS, TRIZ, QFD)

3D CAD활용 설계

제작공정고려 최적화 설계

공법, 소재 특정

- DOE, 강건 설계

CAE활용 검증

- 응력 해석

- 동역학 해석

- 조립/공정 Simulation

CNC, 3D printer, 선반, 밀링

등 보유장비 활용 시제품 제작

빠른 검증/설계 변경

◆ 컨설팅 결과물 (신제품개발, 장비 개발, 최적설계, 기술개발 등)

◆ 컨설팅 수행 프로세스

Digital Mock-up Design Mock-up Working Mock-upCAE 결과물3D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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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비디파트너스는 지금까지 산업 분야 불문, 프로젝트 유형 불문이라는 사업 방향을 유지해 오며 다양한 도전 과제를 수행해 왔고

세계 1등 기술 극복, 최고 기술/제품 개발 등 혁혁한 성과를 창출

1) 클린칭 공법 개발
→ 세계 1등 기업 T社 특허 회피 설계

2) 자동차 도어 래치 개발
→ 세계 1등 기업 M社 기술 극복 설계

3) 산악/고소 작용 용 자동 확보 하강기 개발
→ 세계 1등 기업 P社 기술 극복 설계

4) 운동 기구 상품 경쟁력 제고
→ 제품 고도화 및 제조원가 혁신 설계

02. 핵심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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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비디파트너스는 국내 유수의 지식서비스 및 연구개발부문 협력사 뿐만 아니라 등 세계 주요 국가의 전문가 집단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컨설팅 수행품질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02. 핵심 역량

•일본품질공학회
•ITEQ International

• GEN TRIZ
• ASI Consulting Group
• PDMA(신제품개발경영협회)
• IHS

• MATRIZ(국제트리즈협회)
• IKI (Institut kreativity a inovací)

✓日 ITEQ 컨설팅

✓강건설계/품질공학 전문성

✓컨설팅서비스 상호 제휴 관계

✓美 IHS

✓글로벌 기술정보 리서치

✓한국 Agency 관계

✓美 ASI

✓자동차 부품개발 전문성

✓한국 대표 법인

✓美 GenTRIZ (구 Gen3 Partners)

✓Top 문제해결 컨설팅 펌

✓한국 Agency 관계

✓美 신제품개발경영협회

✓신제품개발/제품기획 전문성

✓한국 Chapter 운영

✓국제트리즈협회

✓Top 문제해결 방법론

✓한국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Best Practices

▪ 주요 사업실적

▪ 주요 프로젝트

▪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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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기간 발주처 비고

기술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 2019.03~2020.01 현대/기아자동차

플렉서블 플라즈마 전극 제조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멸균기 개발 및 사업화

2019.06~2020.03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바우처 사업
(제주 특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쌀 생산기술 개발)

2019.07~2020.0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스타트업 하드웨어 상품화 지원사업(총 2개 과제) 2019.07~2019.12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2019년 중소스포츠기업 비즈니스 지원사업(총 4개 과제) 2019.07~2020.02 국민체육진흥공단

2019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총 6과제) 2019.07~2019.12 한국발명진흥회

TRIZ를 활용한 기술문제해결 컨설팅 2019.08~2020.07 한국알박

미래 담배 시장 컨설팅 2019.08~2019.12 KT&G

여과기 기술 고도화 및 신규판로 개척 2019.07~2019.1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유 기술 활용 신시장, 신사업 발굴 추진 전략 수립 2019.05~2019.09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의적 문제해결 기법(TRIZ) 도입 및 교육 2019.08~2019.10 삼성바이로로직스

(단위: 천원)

03. 성공 사례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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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기간 발주처 비고

하드웨어 혁신 창업전 지원사업(제품개발) 2018.08~2018.12
창조경제혁신센터

(충북/충남/광주/경기)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 2018.03~2018.12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E-Latch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설계) 2018.01~2018.12 대동도어

2018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총 5과제) 2018.08~2018.12 한국발명진흥회

TRIZ를 활용한 기술문제해결 컨설팅 2018.07~2019.06 한국알박

2018년 중소스포츠기업 비즈니스 지원사업 2018.07~2018.11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중부양 방식의 교반기 개발 용역 2018.08~2019.02 서울대학교

신제품 포장재 개발 용역 2018.03~2018.05 아모레퍼시픽

연구개발부문(시트/파워트레인) TRIZ 교육 및 컨설팅 2018.05~2018.12 현대트랜시스

산업위기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2018.10~2019.03 중소기업진흥공단

상품화 엔지니어링 스쿨 운영 2018.05~2018.06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단위: 천원)

03. 성공 사례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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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기간 발주처 비고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 2017.03~2017.10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연구개발부문(시트/파워트레인) TRIZ 교육 및 컨설팅 2017.02~2017.12 현대다이모스

2017년 중소스포츠기업 비즈니스 지원사업(6개사) 2017.07~2017.11 국민체육진흥공단

신제품 기획 및 컨셉 개발 2017.01~2017.03 일진글로벌

2017년 현장문제해결 교육 및 과제지도 2017.05~2017.07 유한킴벌리

신제품 기획 및 개발 용역 2017.05~2017.12 대동도어

연구개발서비스 혁신역량강화 지원사업(바톤존) 2017.06~2018.03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2017년 연구개발부문 TRIZ 컨설팅 2017.04~2017.10 만도

2017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총 3과제) 2017.07~2017.12 한국발명진흥회

연구개발서비스 매칭활성화 지원사업 2017.06~2017.10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단위: 천원)

03. 성공 사례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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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기간 : 약 20년

❖ 수행 부문 : 생활가전, 영상사업, VIP센터, CS센터

❖ 수행 대상 : CTV, 청소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컨, 세탁기

❖ 프로젝트 유형 : 원가혁신, 공정혁신, 신제품 개발, 상품군 기획, CTO전략, 

조직 설계, R&D 기반의 SCM 진단 및 설계, 성능개선 등

❖ 수행 기간 : 약 15년

❖ 수행 부문 : 연구개발 전 부문

❖ 수행 대상 : 의장, 샤시, 공조, 파워트레인, 변속기, 전장, EMS, 조향

❖ 프로젝트 유형 : 신기술/신제품 개발, SW개발, 시험개발, 원가혁신, 강건

설계, 특허회피, 품질혁신 등

- 민간(대기업) -

03. 성공 사례

❖ 발주처: 엘지전자/엘지화학

❖ 사업명: 연구개발부문 Goldfire/TRIZ 교육 및 과제해결 컨설팅

❖ 프로젝트 유형 : 기술/제품개발, 원가절감, 특허회피, 애로기술해결 등

❖ 수행기간: 2015년 ~ 2016년

❖ TRIZ 경영확산지원사업 13개 기업 컨설팅(2015~2016)

❖ 국내/해외 혁신기술 교류 지원 사업(2016~2017)

- 국내, 이란, 태국 기술코디 교육 및 기술교류

❖ 기술교류 종합검색시스템 DB구축(2014~2017)

- 약 2만 여개 기술정보 Database 구축

❖ 수행 기간 : 2014년~2019년(23개 기업)

❖ 사업명 : 중소스포츠기업 비즈니스 지원사업

❖ 수행 대상 : 스포츠 산업 관련 제품/설비(승마시뮬레이터, 등산 장비, 축구공

제조 장비, 기능성 운동복, 투구 연습기, 격투 연습기, 놀이시설 장치 등)

❖ 프로젝트 유형 : 신제품/신기술 개발, 제품/기술 개선, 원가절감

- 공공(중소기업) -

❖ 수행 기간 : 2014년~2019년(21개 기업)

❖ 사업명 :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 프로젝트 유형 : 보유기술 기반 신시장 발굴/제품 혁신/메디치

❖ 제품혁신 표준 컨설팅 방법론(OPIS) 개발

❖ 메디치 방법론 연구회

산업 및 기술 분야(자동차, 가전, 중공업, 철강, 화학, 소비재)/기업 규모(대기업, 중견, 중소, 스타트업)/기관 유형(민간, 공공, 대학)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R0ZmnwbvNAhVFspQKHdH4ABAQjRwIBw&url=https://ko.wikipedia.org/wiki/LG%EC%A0%84%EC%9E%90&psig=AFQjCNHQVvJ-qK7bkF86HtmVCglenr2VSQ&ust=146668063351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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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 현대모비스

❖ 사업명: 강건설계(DFSS)추진 교육/자문, TRIZ 교육/자문

❖ 프로젝트 유형 : 기술/제품개발, 원가절감, 특허회피, 애로기술해결 등

❖ 수행기간: 2015년 ~ 2018년

❖ 발주처: 만도

❖ 사업명: TRIZ를 활용한 문제해결 컨설팅

❖ 프로젝트 유형 : 기술/제품개발, 원가절감, 특허회피, 애로기술해결 등

❖ 수행기간: 2014년 ~ 2017년

❖발주처: 한온시스템(구 한라비스테온공조)

❖사업명: 국내 및 해외법인(미국/독일) TRIZ 컨설팅/기술 Tree

❖프로젝트 유형 : 기술/제품개발, 원가절감, 특허회피, 애로기술해결 등

❖수행기간: 2014년~2015년

❖ 발주처: 현대트랜시스

❖ 사업명: 연구개발부문(시트/파워트레인) TRIZ 교육 및 컨설팅

❖ 프로젝트 유형 : 기술/제품개발, 원가절감, 특허회피, 애로기술해결 등

❖ 수행기간: 2017년 ~ 2019년

❖ 발주처: 일진글로벌

❖ 사업명: TRIZ기법을 이용한 제품 기획 및 컨셉 개발

❖ 프로젝트 유형 : 기술 조사/신제품 기획/컨셉 개발

❖ 수행기간: 2017년

❖발주처: 대동도어

❖사업명: 기술조사 및 신제품개발

❖프로젝트 유형 : 기술조사, 신제품개발/특허회피

❖수행기간: 2017년 ~ 2019년

03. 성공 사례

산업 및 기술 분야(자동차, 가전, 중공업, 철강, 화학, 소비재)/기업 규모(대기업, 중견, 중소, 스타트업)/기관 유형(민간, 공공, 대학)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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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03. 성공 사례

✓ 프로젝트 명 : 연구개발부문 트리즈 교육 및 컨설팅

✓ 프로젝트 기간 : 2014년 ~ 2019년

✓ 수행 부문 : 연구개발 전 부문

✓ 프로젝트 유형 : 품질·성능향상/원가혁신/특허회피/신개념 개발 (매년 Lv2 50과제 이상, Lv3 10과제 이상, DFCR 30과제 수행)

◆ 컨설팅 수행 방법론

◆ 컨설팅 결과물

- 신기술/신제품 개발(품질·성능향상/원가혁신/특허회피/신개념 개발) 관련 매년 50여개 이상 과제 지도, 프로젝트 별 특허 1건 이상

- 원가절감 테마를 위한 맞춤형 방법론 DFCR 개발 및 활용을 통하여 원가 혁신 달성

TRIZ(창의적 문제해결 이론) DFCR(Design for Cost Reduction) 개발

간소화 로드맵 개발

과제 유형 맞춤형 간소화
로드맵 개발 및 활용

설계 원가혁신을 위한 DFCR 
개발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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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성공 사례

▶공공

✓ 프로젝트 명 : 중소스포츠기업 비즈니스 지원사업

✓ 프로젝트 기간 : 2014년 ~ 2019년

✓ 수행 부문 : 스포츠 산업 전분야(운동기구, 승마시뮬레이터, 등산 장비, 축구공 제조 장비, 기능성 운동복, 투구 연습기, 격투 연습기 등)

✓ 프로젝트 유형 : 신제품/신기술 개발, 제품/기술 개선, 원가절감 (4년 간 17개 기업 과제 수행)

◆ 컨설팅 결과물 (신제품개발, 장비 개발, 최적설계 등 17개 과제 수행으로 특허출원, 원가절감, 매출 증대 등 성과 도출 – 운영기관 매년 집계 발표)

아이디어 구현 컨셉 설계

작동 메커니즘 개발

- DFSS(QFD, Pugh 등) 

- TRIZ(기능분석, RCA, FOS)

상품기획 개념설계 상세설계 해석/검증 프로토타이핑

MPV 정의

제품 개발방향 도출

기술 검색 및 아이디어 도출

-NPD(DFSS, TRIZ, QFD)

3D CAD활용 설계

제작공정고려 최적화 설계

공법, 소재 특정

- DOE, 강건 설계

CAE활용 검증

- 응력 해석

- 동역학 해석

- 조립/공정 Simulation

CNC, 3D printer, 선반, 밀링

등 보유장비 활용 시제품 제작

빠른 검증/설계 변경

◆ 컨설팅 수행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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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성공 사례

▶공공

✓ 프로젝트 명 : 스타트업 상품화엔지니어링

✓ 프로젝트 기간 : 2017년 ~ 2019년

✓ 수행 부문 : 스타트업 상품기획 및 개발(운동기구, 스마트 모듈 등)

✓ 프로젝트 유형 : 신제품/신기술 개발, 제품/기술 개선, 원가절감

◆ 컨설팅 결과물 (신제품개발, 원가절감, 수출 등 성과 도출)

아이디어 구현 컨셉 설계

작동 메커니즘 개발

- DFSS(QFD, Pugh 등) 

- TRIZ(기능분석, RCA, FOS)

상품기획 개념설계 상세설계 해석/검증 프로토타이핑

MPV 정의

제품 개발방향 도출

기술 검색 및 아이디어 도출

-NPD(DFSS, TRIZ, QFD)

3D CAD활용 설계

제작공정고려 최적화 설계

공법, 소재 특정

- DOE, 강건 설계

CAE활용 검증

- 응력 해석

- 동역학 해석

- 조립/공정 Simulation

CNC, 3D printer, 선반, 밀링

등 보유장비 활용 시제품 제작

빠른 검증/설계 변경

◆ 컨설팅 수행 프로세스



23

03. 성공 사례

▶공공

✓ 프로젝트 명 : 전국 하드웨어 혁신 창업전 지원사업

✓ 프로젝트 기간 : 2018년

✓ 수행 부문 : 신제품 기획 및 개발

✓ 프로젝트 유형 : 상품기획, 설계, 해석/검증, 시제품 제작 (총 5개 기업 수행)

✓ 참여 센터: 광주 / 경기 / 경북 / 충남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 컨설팅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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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03. 성공 사례

✓ 프로젝트 명 : 지식재산활용전략 지원사업

✓ 프로젝트 기간 : 2014년 ~ 2019년

✓ 수행 부문 : 전 산업 전분야(자동차, 가전, IT, 센서, 식품, 레저, 물류 등)

✓ 프로젝트 유형 : 특허제품혁신(제품문제해결-성능/원가/품질/특허회피, IP응용제품기획-신제품기획/신시장발굴, IP융합제품기획-신기능 융합)

◆ 컨설팅 수행 방법론

◆ 컨설팅 결과물 (IP혁신제품)

응용제품기획 융합제품기획제품문제해결

응용제품기획 융합제품기획제품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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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성공 사례

✓ 프로젝트 명 : TRIZ 경영혁신지원사업/국내·해외 혁신기술 교류 지원 사업/기술교류 종합검색시스템 DB구축

✓ 프로젝트 기간 : 2012년~2017년

✓ 수행 부문 : TRIZ 교육/중소기업 애로기술 해결/국내수요공급기술 발굴/해외(베트남,이란,태국,페루 등) 기술코디 교육 및 수요공급기술발굴

✓ 프로젝트 유형 : 신제품/신기술 개발, 제품/기술 개선, 원가절감(2년간 TRIZ 과제 13개 기업 과제 수행)

◆ 주요 수행 내용

▶공공

<기술교류 종합검색시스템 구축>

<국내외 기술교류 사업>

<해외 기술코디네이터 교육> <TRIZ 경영확산 지원사업>

<TRIZ 컨퍼런스 개최>



Appendix

▪ 교육/컨설팅 방법론

▪ 전문가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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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개발 “Y”프로세스>

상품 (群, Family) 기획
설계 및 검증

(개념/상세설계)
양산 검증 Market

(Customers)

• 시장/고객
• 산업정보
• 협력업체
• 주주/경영층
• 사회

Gate
Review

출시Input
Gate

Review

제품 개발 영역

이해관계자

세대 별 상품/
기술기획

선행기술개발

Engineering Pool
(결과물)

양산 및 MKT’G

사
업
전
략

전 략 기 획 상품 기획 설계 . 검증

시장환경
분석

고객분석

기술분석

역량분석

Platform
설계

MGPP

차세대
선행개발

과제

Target
Setting

Waste
분석

Simple
Smart
Design

개념 개발
Value
Pro-

positioning

Styling Design

Risk
Assess-
ment

Spec
Freeze

기본설계

실현성,
타당성평가

Target
Review

단기/
개선과제발견

설계확정

고객평가

신뢰성
검증

Supply
Chain설계

마케팅
전략

파생
상품전개

생산안정화

차기과제
발굴

Platform
전략평가

SCM
분석

NPD 
프로세스

NPD (New Product Development)

선(先) 상품기획, 후(後)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종합적 활동을 지원하여 제품가치의 극대화를 통한 수익성 극대화로 제품의 명품화와 브랜딩에 기여

0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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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핵심) 기술
Platform 

Sub(동반기술)Platform

모델 3

+

대상 시장에서 요구하는 핵심기술을 공통구조(플랫폼)화 하여
제품(파생 모델) 개발의 효율성 증대

…
모델 2

모델 1

제품(파생모델) 개발

< Platform의 Image >

고객 요구를
반영한

추가 기능 배치

기본
Platform

Upgrade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설계

개
발

비

Platform을
적용한 설계 출시 시기 단축

플랫폼 모듈 기반 원가저감

제품기획 단계

• 공통부를 활용한 신속

한 파생 제품모델 개발

• 설계 시간 단축 및 효

율 증대

• 부품 공용화로 인한 관

리비용 저감

04. 첨부

플랫폼 기반 모듈러 디자인

플랫폼 설계는 제품기획 단계에서 가장 강력한 원가저감 방법론으로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기술사양으로 전개한 후 공통된 기술사양 기반으로 제품의 공통

구조(플랫폼 모듈)를 활용함으로써 설계효율 증가, 시간감소, 공용화를 통한 비용절감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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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과제

과제
선정
ID

D O1 평가

1st 2nd 3rd

O2

4th

V

5th

▪ 프로젝트 개요

▪ SWOT 분석

▪ Portfolio 분석

▪ Platform 확대전략

▪ MGPP, PTRM

▪ 과제 목표 및 범위

▪ 팀 구성 및 일정

▪ 예상소요인력 및 비용

▪ 과제목표 전개(QFD)

▪ 시스템의 기능 전개

▪ 문제 분석 및 해결

▪ 개념 개발 및 수렴

▪ 제품/부품의 단순화

▪ 제조성 고려 설계

▪ 주요 Module

DFMEA

▪ Module 분류

▪ 공용화/표준화 계획

▪ QFD-II

▪ 최적화 범위 선정

▪ 측정값/인자정의

▪ 실험 계획

▪ 양산적용계획

▪ 개선절차 변경내역

▪ 업무/제품 변경내역

▪ 실험결과분석

▪ 개념안 최적화

▪ 공차설계

▪ QFD -III

▪ Risk 검토

▪ 달성목표 확인

▪ 유/무형 효과 분석

자체수행신제품개발? 핵심 IP 창출?개선제품개발?
전사 과제
XXX 건

과제 선정

no no no

✓문제해결의 난이도 보다는, 기업에 미치는 경제효과, 파급효과 관점에서 과제를 선정

컨설팅 추진 ✓선정된 과제를 DFSS의 IDDOV 프로세스에 의거하여 추진

DFSS (Design for Six Sigma)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제품가치 향상 부문의 과제를 제품의 강건성에 기반한

전략인 DFSS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0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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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Analysis

Root Cause Analysis

Separation Rules

Inventive Principles

FOS

TRIZ (창의적 문제해결 이론)

TRIZ는 고질적 문제 및 애로기술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효과적인 솔루션을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론으로 실제

연구개발 및 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 대기업 중심으로 전파 및 정착되어 효과가

입증된 이후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문제해결 도구로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음

0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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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y
requirement

Define
problem

Develop 
Concept

Verify

Optimize

과제 기술서

기능분석 (제품/공정)

원가분석 (제품/공정)

파라미터 설계

원가 중심 최적화

적용/검증

트리밍 (제거/통합/대체) 기능기반 기술정보 검색

모순 해결

Step Tools & Techniques Activities

과제 범위, 일정, 팀원을 선정하고, 원가절감 목표액을
명확히 파악 및 정의한다.

제품 또는 공정의 구성요소/설비/조립절차와 주요 기능을
분석한다.

각 단위별 원가를 분석하고 원가절감 대상을 선정 및
우선순위화한다.

기존 제품/공정의 구성요소를 제거/통합/대체하는 다양한
방안을 설정한다.

원가 비중이 높은 기존 작동원리/메커니즘을 대체할 수 있는
저원가의 신 개념을 탐색한다.

설계 인자 및 수준별 원가 영향성을 분석하여 최소원가
설계안을 수립한다.

원가 및 기타 특성(성능/품질)과의 모순관계를 정의하고
발명원리/분리원리를 통해 극복한다.

원가절감 목표 대비 달성을 확인하고, 제품/공정의 성능 및
품질 수준을 확인한다.

DFCR(설계원가혁신)

제품 및 공정 원가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분석기법과 창의적인 대안 도출 방법을 활용하여 제품/공정 기능분석 방법론에 따라 세부 원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선순위화하여 경험과 직관을 넘어 정량적 분석에 기반한 창의적 대안 아이디어 도출

0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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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석
프로세스

회피
전략

산출물

특허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요소와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도식화 한다

구성요소 분석

심플하면서도 원가를

절감하는 스마트 디자인

•제거 대상 구성요소의 선정

•구성요소 제거를 위한 3 Rules

•아이디어 도출 시나리오 작성

구성요소의 제거1

구성요소간 상호작용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작

동원리를 분석한다

작동원리 분석

경쟁특허 대비 성능이 더욱

향상된 차별화 디자인

•작동하는 물질의 대체

•작동하는 에너지장의 대체

•새로운 작동원리의 탐색

작동원리의 대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신제품 디자인

•기능 관점에서의 신기술 탐색

•신기술 도입을 위한 2차 문제 해결

•도입을 위한 모순의 정의와 해결

신기술의 탐색과 도입

기능 분석

핵심 구성요소가 수행하는 역할을 기능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자사의 핵심 특허 보호를 위한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 방어막 구축

2 3

선행특허 극복/회피

경쟁우위의 핵심이 되는 전략적 경쟁특허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회피가 필요한 경쟁특허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선행특허 극복을 위한

권리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선행특허에 대한 공략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선행특허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

설계안 도출 및 자사 특허 방어를 위한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0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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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첨부

기술동향 파악

동/이종분야 동향 파악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

특허검색 프로그램의 활용

IDEATION 기법

SCENE 분석
다차원분석
자원분석

주요가치인자 : 발상

검증 및 발전

주요가치인자 : 검증
S-curve 분석
(특징 및 전략)

Reporting

Business Model Canvas
사업기획서 준비

Business Model Generation 방법론

기존 BMG를 넘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모델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투자까지 연계하는 방법론으로써,

사업기획 및 창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H8rj0iszKAhXir6YKHcZQB_YQjRwIBw&url=http://www.contactvirginmedia.com/virgin-media-business/&psig=AFQjCNFjX3bKcNXxM_KNORzCzTSFN_wTxA&ust=1454056013364086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jtpPzv9TQAhUBOpQKHV34DNAQjRwIBw&url=http://hfid.olin.edu/sa2009/engr3220-timberwolf/p2/ideation/&bvm=bv.139782543,d.dGo&psig=AFQjCNH6smw7f9t8YdiUJQLYvLq9LH7byA&ust=1480733368399705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nzOmLwNTQAhXBjJQKHcM1DEEQjRwIBw&url=http://www.innovationmanagement.se/2016/09/16/riding-the-s-curve/&bvm=bv.139782543,d.dGo&psig=AFQjCNFXRljwlWOQ3GHFfYI0FfHu8XHzDQ&ust=1480733428508330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26racwNTQAhXJNJQKHbNBAcEQjRwIBw&url=https://myownfortune.wordpress.com/2012/11/08/python-for-everyone-business-model-canvas-iteration-1/&bvm=bv.139782543,d.dGo&psig=AFQjCNFztAjQw87jcDLwzdu_zx2mhtBMBw&ust=1480733480695243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z3cuxwNTQAhXLi5QKHUfMB0YQjRwIBw&url=http://sitsd.mt.gov/Governance/IT-Performance-Reports&bvm=bv.139782543,d.dGo&psig=AFQjCNH4InuhmG536kjT_0dglgaN-6DwTQ&ust=148073352381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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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기획 – MPV 분석을 통한 신기술 적용 및 제품 경쟁력 제고

[I-1] 제품 및 기술 분석 [I-2] 기술 트랜드 분석 [I-3] 신제품기획안 도출

제품 및 기술 분석 : 대상 제품의 형상, 작동원리 및 기술적 특징

에 대한 상세 분석

하위시스템 분석 :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 및 각 기능에

대한 micro-level 분석

상위시스템 분석 : 제품이 상호작용을 하는 주변 시스템 요소에

대한 macro-level 분석

제품 및 기술의 트랜드 분석

상위/하위시스템 트랜드 분석

기술진화트랜드 방법론 적용 : 기술의 일반적인 발전 단계 분

석 및 각 단계별 기술발전의 패턴을 적용하여 기술 예측

가치를 창출하는 新기능 도출

요구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컨셉 도출

타 산업분야 유사사례 조사 : 도출된 컨셉으로부터 여러 산업

분야의 유사 아이디어 사례를 찾아서 참고함

휠 베어링 기술동향 – 자동차부품기술연구원
변속기와 베어링 기술동향 – 오토저널
세계 베어링산업 동향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베어링의 시장 보고서 – 중소기업청
주요 경쟁사의 제품/기술 개발 동향

차량제어(ABS, ECS, LKAS, 자율주차/주행)기술 동향
자동차 경량소재 개발 동향 및 완성차업체 대응
지능형 자동차 관련 안전 부품 기술 동향
In-wheel drive 기술 개발 동향
Tire 기술 개발 동향

- 감지기능
방향/장애물/미끄럼/
기타 상황

- 측정기능
속도/휠각도/공기압/
브레이크 패드 마모 등

- 정보제공기능
노면상태/바퀴상태/
전방정보 등

예) 공기압을 측정한다
⇒ 공기압 측정 센서

▶ 베어링이 어떠한 기능들을 수행해 오고 있는가?
▶ 앞으로 어떠한 기능을 추가적으로 요구 받을 것인가?

▶ 자동차에 요구되는 새로운 기능은?
▶ 베어링 주변에서 수행 가능한 새로운 기능은?

▶ 자동차/베어링의 기술진화 예측 및 개발 가능 아이템 도출

장애물

공기압

노면

신제품 후보 컨셉 리스트

新기능1

新기능2

新기능3
<기존 베어링> <공기압 측정 기술>

0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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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전략 : Closed Innovation(기존 제품혁신)
• 핵심활동

1) 일반적 과제유형 : 원가절감/성능향상/품질향상/특허회피
2) 기존 제품의 결함 및 고객 요구사항 분석, 실패사례 연구
3) 설계의 일부 변경, 설계 변경점에 따른 risk 분석

• 주요도구 : cost reduction, Trimming, FMEA, 경쟁사
benchmarking, VOC 분석 및 대응

• 접근전략 : inside-out 개방형 혁신
• 핵심활동

1) 기존 제품 및 부품별 핵심기술과 기능 정의
2) 핵심기술/기능이 요구되는 신규 시장의 탐색
3) 목표 시장 설정 및 사업계획 수립 연계

• 주요도구 : 기능분석, 기능지향검색, 기술진화 trends, 특허검색, 
Goldfire SW

• 접근전략 : Outside-in 개방형 혁신
• 핵심활동

1) 사용자 가치, 고객 관점에서의 기능 연구
2) 기능 구현을 위한 광범위한 산업분야 및 기술 탐색
3) 탐색 기술의 응용 및 도입 검토와 최적화

• 주요도구 : 기능분석, 기능지향검색, 특허검색, Goldfire SW

• 접근전략 : 유연한 개방형 혁신(In-and-Out)
• 핵심활동

1) 진출 목표 시장의 정의
2) 해당 시장에서 요구되는 특성/기능 정의
3) 해당 기능 구현을 위한 기술 탐색 및 도입

• 주요도구 : Main Parameter of Value, 블루오션전략, 다세대상품
기획(MGPP), 플랫폼전략, 품질기능전개(Q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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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M : Product Portfolio Management
TPM : Technology Portfolio Management

Direction Direction

Direction Direction

오픈 이노베이션 방법론

체계적인 新 기술/ 新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시작은 자사의 PPM/TPM에서 출발하여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 제품개발 방향성에 대하여 접근전략, 핵심활동,

주요도구 등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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