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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을 바꾸면
코끼리도 냉장고에 넣는다
트리즈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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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기술이나 제품은 종종 엉뚱
한 곳에서 나온다
이들 사례처럼 엉뚱한 발상이 거대한
성공으로 이어진 길목엔 오픈 이노베이션
기법인 TRIZ(트리즈)가 있었다
트리즈는 옛 소비에트연방(소련)에서
나왔다 그래서 영어식 TIPS가 아니라
TRIZ란 러시아식 이름으로 세계에 통하
고 있다
얼마 전 이 트리즈의 대부라 할 수 있는
시몬 리트빈 박사가 한국을 찾았다 리트
빈 박사는 TRIZ의 창시자인 겐리히 알츠
슐러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
라 함께 일하며 트리즈를 현대적으로 재
해석하고 사업화했다
트리즈는 이미 삼성전자삼성전기LG
전자LG화학포스코 등 여러 기업이 도
입해 활용하고 있지만 더 많은 기업에 전
파하기 위한 사업화 방문이었다
트리즈는 연구개발(R&D) 자원과 결과
를 외부에서 가져오는 원론적 오픈 이노
베이션에 그치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영
역까지 문제 해결 범위를 넓힌다 기저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주선 기술을 활
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일반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이었다면 P
&G 기저귀 문제는 제지기술 코팅 일반
화학 등의 기술범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트리즈는 우주선 기술에서 해
결점을 찾아냈다 기술 응용의 범위를 거
의 무한대로 넓힌 것이다 창의적 문제 해
결이란 그런 것이다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창조경영을 강
조하면서 트리즈를 눈여겨본 것도 창조경

영과 트리즈가 같은 염색체를 가졌기 때
문이다
삼성은 이후 러시아에서 핵심 트리즈
멤버들을 영입했고 그때 영입했던 트리
즈 전문가가 양문 냉장고의 홈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냈다 그 기술은 세계
적인 특허가 됐다
트리즈의 응용사례는 무궁무진하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세탁기에 빨아야
할 옷을 넣고 세제를 풀어 세탁기를 돌리
는 것이 현실이라면 트리즈는 왜 옷을 세
탁기에 넣어야 할까라는 의문부터 시작
한다 그리고 옷에다 세탁기를 넣는 방법
은 없을까까지 나간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초음파 세탁기
다 큰 통에다 빨 옷을 담고 조그만 세탁
기를 함께 넣어놓으면 세탁이 되는 상상
같은 일이 트리즈를 통해 만들어졌다
실제로 이 초음파 세탁기는 2000년대
초반 일본 산요에서 만들어 상용화한 바
있다 성공하는지 마는지는 진짜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창조적으로 문제에 접근
해 그것을 해결하는지가 관건인 것이다
1950년대 러시아에서 처음 나온 트리
즈도 시대에 맞게 진화하고 있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GEN3파트너스(w
wwgen3partnerscom)는 트리즈 방법론
을 더욱 발전시켜 현대화한 G3:ID로 완
성했다 역시 러시아는 이론과 원천에 강
하고 미국은 사업에 강한 토질을 지닌 것
이다
물론 GEN3파트너스에는 리트빈 박사
가 참여해 러시아 지사인 알고리듬과 오
픈 이노베이션 서비스를 지원하는 글로벌
날리지네트워크(GKN)의 총괄 책임을 맡

고 있다 전통을 지키면
서 실제를 가미한 진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GEN3파트너스 측은 G
3:ID는 트리즈로부터 수년 동
안 2개의 방향으로 진화한 결과
라며 첫째로 초기 트리즈는 문제
를 풀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는 도구로
만 활용될 수 있었지만 G3:ID는 비즈니
스상의 중대한 도전을 해결하는 방법론으
로 활용된다 둘째는 아이디어를 내는 것
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어떻게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로 만들 것인지의 방법까
지 제시한다고 설명한다
GEN3파트너스 한국 내 서비스 독점권
을 행사하는 QM&E경영컨설팅은 국내
기업들이 차세대 제품 개발 기술 개발 과
정에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오픈 이노베
이션으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
써 보다 진보된 기술로 지속 성장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창의적 경영을 위해 자체 인력의 혁
신능력 향상을 원하는 기업에 가장 과학
적이면서 진보된 이노베이션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트리즈가 던진 작은 아이디어의
파문이 우리나라 오픈 이노베이션
확산의 거대한 물결이 될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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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단어만 보지 말고 행간을 보라
µ

트리즈 이론의 대가 시몬 리트빈 박사

문제 해결을 단어적으로 접근해선 안
됩니다 기능적으로 접근해야 근원적인
처방이 가능합니다
트리즈 이론의 세계적 대가이자 GEN3
서비스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시몬 리트
빈 박사는 기능을 중심에 놓고 접근해야
문제 해결점을 멀리서도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자동차 기업의 기술적 경영적 문제점
을 자동차 분야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신발기업 섬유제조업은 물론이고 옛날
농사기법에서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리트빈 박사는 그래서 우리는 고객(기
업)이 문제해결을 요청한 것에 단어로 접
근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듣고 분석한다
며 단어로 접근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에
다다를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GEN3
파트너스는 기업들로부터 문제 해결 요청

이 들어오면 한 달간은 말을 분석하는 데
매달린다고 한다 단어만 보는 것이 아니
라 앞뒤 문장 뉘앙스까지 분석한다는 얘
기다 리트빈 박사는 진짜 해결과제가 뭔
지를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솔루션을 찾는
다고 했다
그는 일례로 R&D 3000개 중에 성공하
는 것은 1개에 불과한 기업이 있다면 그
성공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라는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어떤 기술이
성공할 것인지를 알려주기보다 성공제품
이 어떻게 개발됐는지를 역분석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혁신도 창의적으로 해야 한다는 강조
인 것이다 리트빈 박사는 궁극적으로 어
떻게 할 것인지(How to)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한다며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목적도 결국은 하우 투(How to)를 찾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리트빈 박사는 러시아과학원에서 기계
공학 박사를 받았으며 삼성전자 러시아
에 근무한 경험으로 한국과도 인연이 깊
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러시아 오픈 이노
베이션 관련 전문 인력이 다 함께 추앙하
는 멘토기도 하다

트리즈 이론=트리즈(TRIZ)는 러시아어 머리글자로 만든 글자조
합이며 그 영어식 표현은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이다 우리말로는 창의적 문제해결 이론쯤 된다 1960년대 옛 소
련의 엔지니어 겐리히 알츠슐러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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