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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Z의 에센스를 사용해서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내는 툴

TRIZ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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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Z Card

I changed the card design
for Korean special version.

(Picture is original card design)

TRIZ cards were fastened 
by orange clear band.



TRIZ Card
Korean special version





TRIZ Card list

１．나눠라
２．분리하라
３．일부를 바꿔라
４．밸런스를 무너뜨려라
５．2개를 합쳐라
６．여러 활용도를 지니게 하라
７．내부에 끼워 넣어라
８．밸런스를 만들어내라
９．반동을 미리 작용시켜라
１０．예측하고 설치하라

１１．중요한 곳에 보강을 하라
１２．같은 높이를 이용하라
１３．거꾸로 하라
１４．회전의 움직임을 만들어 내라
１５．환경에 맞춰 바뀌도록 하라
１６．대범하게 해결하라
１７．활용하고 있는 방향의 수직방향을 이용하라
１８．진동을 넣어라
１９．반복을 넣어라
２０．양호한 상태가 이어지도록 하라

２１．단시간에 끝내라
２２．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인가 끌어내어 이용하라
２３．상황을 입구에 알리도록 하라
２４．접하는 곳에 강한것을 사용하라
２５．스스로 처리되도록 대처하라
２６．같은 물건을 만들어라
２７．금방 소모되는 물건을 대량으로 사용하라
２８．만지지 말고 움직이도록 하라
２９．물과 공기압을 이용하라
３０．원하는 모양이 되는 강한 덮개를 사용하라

３１．들러붙는 소재를 추가해라
３２．색을 바꿔라
３３．질을 맞춰라
３４．나오지 못하게 하던가 나온 물건을 돌려보내라
３５．온도나 유연성을 바꿔라
３６．고체를 기체/액체로 바꿔라
３７．열로 부풀려라
３８．그곳을 채운 물건보다 훨씬 진한것을 사용하라
３９．반응이 일어나기 힘든것으로 그곳을 채워넣어라
４０．조합한 것을 사용하라



카드게임처럼
아이디어 발상을 체험한다



지금의 휴지통은 너무 싫어!
꼭 갖고 싶어지는
새로운 휴지통을 고안하자!
（ 실현성이 낮은 것이라도
수익성이 없을듯 해도 OK ）

가상의설정
━━━━━━━━━━━━━━━
이네명은휴지통의문제를해결하는
「새로운휴지통」을고안하고판매하려하는
벤처의멤버입니다.



준비
━━━━━━━━━━━━━━━━━━━━━
１．모든 카드를 잘라 모두에게 나눠준다.

（사람수가 딱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
끝수는 구석에 치워둔다.）

２．각자 패를 책상위에 늘어놓는다.
（글씨가 써있는 곳이 보이게）

３．가위 바위 보
（순서는 처음 이긴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후부터
시계방향으로 돌아감）



하는방법
━━━━━━━━━━━━━━━━━━
순서는 우선 패를 아무거나 한장 고른다.
그 패를 착상의 시발점으로 하고 기존의
휴지통이 가진 과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낸다.
（아이디어의 질은 낮아도 좋다.아이디어가 너무 간단하다,유효성이 낮다
실현성이 낮다 등은 신경쓰지 말고 상상력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억지라도
좋으므로 어쨌든 아이디어를 낸다.）

대기시간：1분
1분이내에 말한 경우…
사용한 카드는 중앙에 버려둔다.
（1턴에 쓸수있는 카드는 한장뿐.
시간이 남아도 다음사람에게 순서가 넘어간다）

1분이내에 말하지 못한 경우…
패스.카드를 패에 돌려놓는다.





승리
━━━━━━━━━━━━━━━━━━━━━
게임은 20분으로 종료
가장 패가 적은 사람이 우승.우승자에게 박수!
（또한 도중에 카드를 다 버릴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우승.
그 경우에도 남은사람은 제한시간까지 게임을 계속함.）

보충）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룰이나 진행 방식을 잘 모를때는 리더(가위바위보
에서 이긴사람)이 그때그때 룰을 정해도 좋다.
엄밀함 보다 창조적인 회화를 즐기는 것을 중시해 주세요.



강력한 사용법

해결하고 싶은 것을 특정하면 유망도가 높은「발상의 힌트」를TRIZ가 알려준다.



쓰는상황：
━━━━━━━━━━━━━━━━━━━━

더간단하게쓰고싶어!



“더간단하게쓰고싶다”,이과제는 39중에어느것이지？
들어맞는것을「개선요구39개」중에서고른다.
복수라도선택가능하다.





이타입의개선요구를
해결하는가능성이높은

해결패턴







예를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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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워크(30분)
━━━━━━━━━━━━━━━━━━━━━
개량이필요한과제를종이에하나적습니다.

기존의휴지통은뭐가문제일까?
１．기존의휴지통의과제를제시한다.
２．그과제는「39의개선요구」중어떤것일까?
라고검토하고 39의안에서 1〜2개고른다.

３．그행의선두의수의순서에지혜카드를 7장정도늘어놓고
그중에서아이디어가떠오를것같은것으로
해결책을서로낸다.

４．주요한아이디어를그린다.（시간이있으면다른팀의아이디어를리뷰）

（딱히없으면）
━━━━━━━━━━━━━━━━

휴지통을개량하자.



이상으로마칩니다.

【정리】

・TRIZ Card 는창조적인아이디어창출을보조합니다.

・TRIZ Card는 TRIZ의초보적인학습이가능합니다.

TRIZ는한국에서는삼성전자등에서사용됩니다.

여러분이기업에서창조력이요구되는곳에서오늘의학습이도움이
된다면기쁩니다.

또한 TRIZ Card는 Android어플리케이션「ideaPod」로서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유료어플리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