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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점차 현실에서 윤곽을 드러내면서 그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원리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

우에는 기존제품이 갖는 기능에 대한 많은 변화(즉, 새로운 기능의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전체 설계작업 중에서 완전히 새로운 원

리를 사용하는 고유설계(original design)[1]는 그리 많지 않으며, 
기존의 설계를 변경된 요구사항에 맞추는 적응설계(adaptive 
design)[1]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적응설계의 경우, 제품 

내에 이미 존재하는 부품들의 통합에 의해 부품수를 줄여, 생산비

용과 부피 및 무게를 감소시키는 작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혁명시대에는 특히 독립된 제품들을 통합하는, 또는 

개별적 제품 내에 포함된 부품들을 특정 제품의 기능으로 도입하여 

통합하는 설계에 대한 요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던 냉장고에 식품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센서와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통신모듈을 통합하여 식품

을 항상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부족한 

식품을 파악하여 사용자의 식생활 패턴에 맞추어 필요한 식품을 

직접 주문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개별적인 제품 또는 부품들을 통합하는 방식은 기존의 

제품 내 기능통합의 경우와는 다른 접근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제품이 사용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느 기능을 통합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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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받이(function 
carrier)는 HW 뿐만 아니라 SW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2]에서 제안한 제품의 구성 부품 통합방

법을 확장하여,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기능을 도입

하여 통합하는 체계적인 아이디어 도출방법을 제안한다.

2. 시퀀스(Sequence) 및 기능 정의
선행연구[2]에서는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들을 서로 통합하기 위

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하나는 구성부품들의 기능이

고, 다른 하나는 그 기능들 사이의 관계이다. 기능(function)[1]이란 

과제(task)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의 입출력간의 일반적 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 두 가지 관점의 공통점은 기능을 중심으로 한 부품

통합 방법이다.
본 연구는 관점의 범위를 확장하여 기능을 중심으로 한 ‘부품통

합’의 관점이 아닌 기능을 중심으로 한 ‘제품통합’의 관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다른 제품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제품들 간에 존재하는 기능 사이의 관계에 관한 종합

적인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1 제품이 사용되는 시퀀스 정의
시퀀스(sequence)는 제품이 사용되는 과정이고, 이벤트(event)

는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시퀀스는 다

양한 이벤트의 연속이다. 때로는 제품이 만들어진 용도 이외로 사

용될 수도 있다. 즉, 제품이 사용되는 시퀀스는 특수성과 일반성으

로 나눌 수 있다. 특수성은 제품이 만들어진 고유한 용도 이외로 

사용될 경우이며, 일반성은 제품이 만들어진 고유한 용도로 사용될 

경우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의 시퀀스만 다루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셀프주유소에서 자동차에 주유하는 시퀀스

를 정의하면 Table 1과 같다. 

2.2 시퀀스 대상의 기능 정의
시퀀스가 정의되면 이벤트 대상들의 기능을 정의한다. Table 1

에서 정리된 대상들의 주요 기능을 정의하면 Table 2와 같다.

3. 이벤트 대상들 간의 관계기능 분석
이벤트 대상들 간에는 관계기능이 존재할 수 있다. 이벤트의 대

상은 종속적인 것과 비종속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종속적인 이

벤트 대상들은 하나의 시스템 내의 구성요소이며, 비종속적인 이벤

트 대상들은 서로 다른 시스템 내의 구성요소이다. 그러므로 종속

적인 이벤트 대상들 간의 관계기능에 대한 기능통합과 비종속적인 

이벤트 대상들 간의 관계기능에 대한 기능통합은 별도로 분리해서 

검토해야 한다. 즉 비종속적인 이벤트 대상들 간의 관계기능은 이

벤트 별로 검토하여 종속적인 이벤트의 대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3.1 종속적인 이벤트 대상들 간의 관계기능 통합
정의된 시퀀스의 범위에서 종속적인 이벤트 대상들 간의 관계

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Fig. 1과 같은 알고리

즘[2]을 적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방법의 

적용범위가 같은 종속적인 이벤트 대상들이기 때문이다.
Table 2에서 종속적인 이벤트 대상들은 자동차를 기준으로 엔

진, 주유구 1차 캡, 주유구 2차 캡이며, 주유기를 기준으로는 주유

건 이다.
최근에는 주유구 1차 캡과 주유구 2차 캡을 통합한 캡리스

Order Event Object
1 Stop the car in position Car
2 Engine off Engine
3 Oil port primary cap open Primary cap
4 Driver get off Driver
5 Operation and payment of gas pump Gas pump
6 Oil port secondary cap open Secondary cap
7 Oil gun put Oil gun
8 Oil gun on Oil gun
9 Oil gun off Oil gun
10 Oil gun homing Oil gun
11 Oil port secondary cap close Secondary cap
12 Oil port primary cap close Primary cap
13 Issue a receipt Gas pump
14 Driver Ride Driver
15 Engine on Car

Table 1 Sequence of self gasoline filling up

Order Object Main function of Event
1 Car Move
2 Engine Driving force generation
3 Primary cap Secondary cap protection
4 Driver Car and gas pump handling
5 Gas pump Gas injection control
6 Secondary cap Oil port airtight
7 Oil gun Gas injection

Table 2 Main functions of objects (according to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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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less) 자동차가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Fig. 2은 캡리스 자

동차의 주유구 사진이다.

3.2 비종속적인 이벤트 대상들 간의 기능 통합
시퀀스의 범위에서 대상들 간의 관계기능이 존재할 경우에는 대

상들 간의 기능통합의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의 분

석기준의 적용을 시도할 수 있다. 비종속적인 이벤트 대상의 관계

기능을 정의할 때에는 종속적인 이벤트 대상의 관계기능까지 포함

시킬 수 있다.
Table 2에서 비종속적인 이벤트 대상들은 운전자와 주유기, 자

동차이다. 이벤트의 대상들 간의 관계기능을 정의하면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이벤트 9-15는 이벤트 1~8의 반대개념이므로 

관계기능의 정의를 생략하였다.

Fig. 1 Algorithm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integrating parts

Fig. 2 Capless oil port

Object 1 Object 2
Relation functions

Event No. Information Type Direction

Driver

Car

1
Shape : Body-driver's cage
Action : Stop in position
Effect : Oil gun overcoming distance

Direct →

2
Shape : Finger & key button 
Action : Engine off
Effect : Secure safety

Direct →

3
Shape : Finger & button
Action : Primary cap open
Effect : Secondary cap accessible

Direct →

4
Shape : Comfortable get off
Action : Get off
Effect : Operation gas  pump

Direct ←

6
Shape : Hand & cap
Action : Secondary cap open
Effect : Oil port accessible

Direct →

Gas pump 5
Shape : Finger & button
Action : Operation & payment
Effect : Gas injection  ready

Direct →

Gas pump 7
Shape : Hand & oil gun
Action : Catch
Effect : Oil gun put

Indirect →

Gas pump 8
Shape : Hand & oil gun
Action : Oil gun on
Effect : Gas injection

Indirect →

Gas pump Car 7
Shape : Oil port & oil gun
Action : Oil gun put
Effect : Leak free gas

Direct →

Table 3 Defining of relation functions (according to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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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은 Table 3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만든 관계기능구조이다.
선행연구[2]에 의하면 관계기능을 통합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

려해야하는 부품을 알아내는 분석기준은 관계를 맺고 있는 부품의 

관계기능 수가 적을수록, 단방향성일 경우, 기능이 간접일 경우이다.
이벤트 대상 중에서 가장 적은 관계기능의 수를 갖는 것은 주유

기이며, 모든 이벤트 대상은 단방향성 관계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간접기능을 갖는 것은 주유기이다.
그러므로 자동차에 주유를 하는 시퀀스 대상의 범위에서 대상들 

간의 기능통합을 위해 가장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주유기이다.
주유기가 갖고 있는 세부적인 기능들 중에서 운전자나 자동차가 

갖고 있는 세부적인 기능들과 유사성을 가진 것이 있는지 판단하면 

기능통합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이 매우 용이해진다[2,4-6].
주유기의 세부적인 기능들을 열거하면

① 주유할 유종을 선택할 수 있으며, 
② 주유비를 현금이나 카드(전자)로 결제할 수 있고, 
③ 주유기의 토출을 ON/OFF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들을 고려했을 때 자동차 내부에 있는 하이패스 통행

료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주유비 결제가 가능할 수 있으며, 결제 

단말기에 미리 주유할 유종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면 주유할 유종

을 주유기에서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유종이 선택될 수 있다. 
이 해결안을 더 진보된 아이디어로 발전시킨다면 차량의 IoT를 이

용하여 정해진 유종을 주유기에 알려서 적절한 유종이 선택되어 

주유되도록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기능 통합은 운전자가 개입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운

전자의 조작 실수 가능성의 감소 및 편의성 향상이 가능하다.

4. 이벤트 대상들 간의 기능 통합을 위한 
분석 알고리즘 및 사례연구

4.1 분석 알고리즘
시퀀스의 범위에 있는 이벤트 대상들 간의 기능통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선행연구[2] 결과와 연관지어 이벤트 대상들 간의 

관계기능을 정의하고 이를 구조화하여 분석기준에 맞추어보면 이

벤트 대상들이 갖고 있는 기능들의 통합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알고리즘을 정리하면 Fig. 4와 

같다.

4.2 사례연구
이벤트 대상에서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면 사람의 행동이나 판단

이 이벤트에 개입되게 된다. 그러나 사람을 포함시켜 관계기능을 

정의하면 기능 통합에 대한 해결안이 자동화 또는 AI의 활용으로 

귀결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사례연구에서는 이벤트 대상에

서 사람을 제외하기로 하였다.

4.2.1 연필로 글자를 쓰는 작업
연필로 글자를 쓰는 작업에 대하여 시퀀스를 정의하면 Table 4

와 같다. 이벤트 대상은 비종속적인 관계이므로 이벤트별로 대상의 

 

Fig. 3 Relation function structure (according to Table 3)

Fig. 4 Algorithm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integrating objects

Order Event Object

1 Write Pencil

2 Erase Eraser

3 Sharpening pencil Pencil sharpener

Table 4 Sequence of writing with a pe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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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능을 정의하면 Table 5와 같으며, 관계기능구조는 Fig. 5와 

같다.
이벤트 대상 간의 관계기능은 연필과 연필깎기가 유일하다. 그

러므로 분석기준에 의한 이벤트 대상 간의 기능통합 탐색은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대상들 간의 단순한 결합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제품은 Fig. 6의 파버카스텔의 퍼팩트 펜슬이 그 예에 해당

된다.
파버카스텔의 퍼팩트 펜슬은 연필에 지우개가 달려있고 뾰족한 

연필심을 보호하기 위한 캡을 갖고 있다. 캡에는 클립이 있어서 노

트에 끼워서 보관할 수 있다. 또한 캡은 연필을 깎을 수 있는 기능

이 있다.

4.2.2 아스팔트 도로의 절개 작업
Fig. 7은 수도공사를 위한 아스팔트 도로의 절개 과정을 보인 

사진이다. 우선 휠 커터를 사용하여 절개를 위해 표시된 선을 따라 

아스팔트를 자른다. 그리고 굴삭기의 브레이커를 이용하여 아스팔

트를 깨뜨린 후 부수어진 아스팔트 조각을 긁어낸다. 이 과정을 시

퀀스로 정의를 하면 Table 6과 같고, 관계기능을 정의하면 Table 
7과 같다.
이벤트 대상인 휠 커터와 브레이커 간의 관계기능은 존재하지 

않 는다. 그러므로 관계기능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며, 분석기준에 

의한 이벤트 대상간의 기능통합 탐색은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경우

에는 대상들 간의 단순한 결합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브레이커는 굴삭기의 어태치먼트(attachment)로 사

용된다. 그러므로 Fig. 8과 같이 휠 커터도 굴삭기의 어태치먼트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다.

Object 1 Object 2
Relation functions

Event No. Information Type Direction

Pencil

Eraser
1 No relation function
2 No relation function
3 No relation function

Pencil
sharpener

1 No relation function
2 No relation function

3
Shape : Blunt Pencil &  Cone knife
Action : Edging by pencil rotation
Effect : Pencil sharp

Direct ←

Eraser Pencil 
sharpener

1 No relation function
2 No relation function
3 No relation function

Table 5 Defining of relation functions (according to Table 4)

Fig. 5 Relation function structure (according to Table 5)

Fig. 6 Perfect pencil of FaberCastell

(a) (b) (c)
Fig. 7 Destruction process of asphalt road: (a) Asphalt cutting 

with wheel cutter, (b) Breaking asphalt with breaker, (c) 
Destroyed asphalt

Order Event Object
1 Starting the wheel cutter engine Wheel cutter
2 Water discharge Wheel cutter
3 Asphalt cutting Wheel cutter
4 Starting the breaker engine Breaker
5 Moving the breaker Breaker
6 Asphalt breaking Breaker

Table 6 Sequence of asphalt cutt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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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제품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아이

디어 도출 방법을 연구하였다. 선행연구인 ‘제품의 구성 부품들을 

통합시키기 위한 분석 방법’의 적용범위를 목표 제품이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과정’으로 확대하였다.
확대된 분석과정에서 첫 번째 과정은 목표 제품이 사용되는 일반

적인 작업과정의 시퀀스를 정의하고, 시퀀스 대상 간의 관계기능을 

정의하여 관계기능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 과정은 이벤트 

대상들 간의 관계기능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높은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서 선행연구의 분석기준을 적용시켜 

기능통합에 의한 설계통합을 진행하는 것이다. 세 번째 과정은 이

벤트 대상들 간의 관계기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단순히 대상들 

간의 기능을 결합하여 목표 제품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면 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제품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아이

디어 도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선행 연구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시하였고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품을 구성

하는 부품과 이 제품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능

을 추가하는 아이디어의 도출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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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1

Object
2

Relation functions
Event
No. Information Type Direction

Wheel
 cutter Breaker

1 No relation function
2 No relation function
3 No relation function
4 No relation function
5 No relation function
6 No relation function

Table 7 Defining of relation functions(according to Table 6)

(a)

(b)
Fig. 8 Development of an attachment in the case of without the 

relation function: (a) Breaker attached to excavator,  (b) 
Concept of wheel cutter developed as attachments to 
excav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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