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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순이라는 에서 문제를 창의 으로 해결하고자 한 나비 모형은 모순의 유형을 나 어 정의하고 유

형별 문제 해결 목표와 추상  해결 략을 정의하여 논리  근을 가능하게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모순 

문제와 문제에 한 시간  구성요소들의 특성을 이용하여 모순 유형을 결정하고 주어진 문제의 문제 해결 

목표와 추상  해결 략, 나비 다이어그램을 제시하는 로그램을 개발한다. 한 모순 유형 에서 추상  

해결 략으로 두 가지 매개 모순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문제의 구체  해결 략을 개발하기 하여 시

간과 구성요소의 분할과 결합 략에 한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본 연구는 나비 모형을 기반으로 모순 문

제의 구체 인 해결 략을 자동 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궁극 으로는 나비 모형을 기반으로 컴퓨터

가 스스로 모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1. 서 론

트리즈(TRIZ)는 신 이고 창의 인 특허 사례들 

에서 문제 해결 원리에 한 공통된 알고리즘을 분

류하여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여 모순 문제들을 해결해

왔다[1]. 트리즈에서는 특정 문제가 제시되면 이 문제

가 어떤 유형에 속할 수 있을지 일반 문제 범주를 찾

아 모델링한다. 한 일반 문제 범주가 찾아지면 해당 

범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략을 용

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한다. 

트리즈에는 아리즈(ARIZ) 85-c와 같은 알고리즘[2]이 존

재하지만, 여 히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 단 이 남아 

있다. 나비 모형은 트리즈의 이런 특성을 극복하고 모

순 문제를 논리 으로 해결하고자 기호논리학을 바탕

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모순 유형을 찾은 후 추상  해

결 략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나비 모형에서 정의한 9가지 모순 유

형들 에서 두 개의 매개 모순을 모두 만족시켜야 문

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형을 상으로 분할과 결합의 

략을 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델링하고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2장의 련 연구에서는 기존 나비 모형의 이론과 나

비 다이어그램의 역할  모순별 해결 략에 해서 

기술한다. 3장에서는 시간  구성요소 특성에 의해 

모순 해결 방법을 기술하고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한 나비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도구를 개발한 후 사례

를 기술한다.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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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나비 모형에서 문제의 구성요소[6][7]

2. 관련 연구

나비 모형은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시스템 구성요

소를 시스템이 원하는 기능(w)과 원하지 않는 기능(u), 

두 기능을 수행하기 한 시스템 구성요소의 상태(s) 

그리고 이들을 부정한 ~w, ~s, ~u로 정의한다. 여기서 

시스템이란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요소들의 집합체이

다. ‘~’는 ‘…이 아니다(not)’인 부정을 나타내는 연산자

이다. 나비 모형은 문제에서 원하는 기능(w)과 원하지 

않는 기능(u)이 함께 있는 상황은 상태 s가 래한다

고 가정한다[3][4][5][6][7]. 즉 원하는 기능(w)을 수행

하기 해 도입한 상태 s로 인해 원하지 않는 기능(u)

을 래하게 된다고 본다(w→s→u). 이와 같은 상황이 

참이라면 이에 한 우인 ~u→~s→~w도 참이 된다. 

즉 원하지 않는 기능(u)을 차단하기 해서 ~u가 되도

록 한다면 상태가 ~s로 바 지만 결국 원하는 기능인 

w를 수행하지 못하는 ~w에 이르게 된다[6][7]. 이를 그

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6][7]. 

원하는 기능과 원하지 않는 기능 사이의 계를 상

충 계(trade-off relation)라 정의한다. 상충 계를 발

생시키는 것은 상태 s, ~s인데, s와 ~s  간 모순 계를 

매개모순(mediating contradiction)이라 정의한다[7].

나비모형은 문제 해결 목표(problem solving objective)

를 문제를 구성하는 기능 w, u, ~u가 어떤 계를 갖

는지 논리  연산자로 정의하 다. 문제 해결 략

(problem solving strategy)은 문제 해결 목표를 충족

하기 한 구성요소의 상태와 기능 간의 계로 정의

하 다[6][7]. 

한편 모순의 유형은 논리학의 조건명제에서 명제 간 

계로 분류하 다. p→q로 나타낸 것은 p가 충분조건

이고 q가 필요조건인 것을 나타낸다. p↔q로 나타낸 

것은 p와 q가 서로에 해 필요충분조건인 것을 나타

낸다. 문제의 기능 w, u와 구성요소의 상태 s는 서로

에 해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  하나의 

조건명제 계를 갖는다. 즉, w와 s  간 조건명제 계

는 ① w→s, ② w←s, ③ w↔s   하나를 갖는다. s와 

u 간 조건명제 계도 와 마찬가지로 ① s→u, ② s

←u, ③ s↔u  하나를 갖는다. 그러므로 원하는 기능 

w와 상태 s, 원하지 않는 기능 u와 상태 s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9개이다. 9개의 모순 유형에 해 

각 유형별 문제 해결 목표와 문제 해결 략은 <표 

1>과 같다[5][6][7]. 

모순문제에 있는 상충 계와 매개모순 계를 다이

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을 나비 다이어그램(Butterfly 

diagram)이라 부른다. 나비 다이어그램은 모순문제의 

구조를 분석하고 모순을 정의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다[6][7].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나

비 다이어그램을 그려 문제 해결 략을 도출하는 도

구를 소개한다.

모순 문제 유형 문제 해결 목표 문제 해결 략

① (w→s)∧(s→u)

② (w←s)∧(s→u)

③ (w↔s)∧(s→u)

④ (w→s)∧(s←u)

⑤ (w←s)∧(s←u)

⑥ (w↔s)∧(s←u)

⑦ (w→s)∧(s↔u)

⑧ (w←s)∧(s↔u)

⑨ (w↔s)∧(s↔u)

w⊕~u

w∧~u

w⊕~u

w∧~u

w∧u

w∧~u

w⊕~u

w∧~u

w⊕~u

s⊕~s

w∧~s

s⊕~s 

s∧~u

w∧s

s∧~u 

s⊕~s 

w∧~s 

s⊕~s 

<표 1> 나비 모형에서 모순 문제 유형과 유형별 
문제 해결 목표  문제 해결 략[5][6][7]

3. 분할과 결합 전략 설계

<표 1>의 모순 문제 유형에서 1번과 3번, 7번, 9번

은 문제 해결 략이 s⊕~s이다. 연산자 ⊕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s와 ~s를 모두 문제 해결 략으로 갖는 

모순 문제인데 상태 s일 때에는 상태 ~s에 도달하지 

않아야 되고, 반 로 상태 ~s일 때에는 상태 s가 되어

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 략을 실 하기 

해 구체 인 문제 해결 략은 다음 <표 2>에 제시

되어 있다[7].

추상

문제 

해결 

략

s⊕~s

구체

문제 

해결 

략

s와 ~s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① 시간 분할과 결합

② 구성요소 추출

③ 다  시스템을 이루는 구

성요소 분할과 결합

④ 단일 시스템을 분해하는 

구성요소 분할과 결합

⑤ 체/부분에 한 분할과 

결합

s와 ~s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딜 마의 양자택일

<표 2> 나비 모형에서 추상  문제해결 략인 
s⊕~s에 한 구체  문제해결 략[5][7]

본 연구에서는 매개 모순 계인 s와 ~s를 모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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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시키기 한 구체  문제 해결 략을 구 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하 다.

우선, 문제의 상충 계를 해결하기 하여 매개 모

순을 이루는 두 상태가 시간 으로 동일한 하나의 시

간 값을 갖는지 여부를 구하고 한 두 상태가 별개의 

시스템 구성요소를 요구하는지 동일한 하나의 시스템 

구성요소를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값에 따라서 (1) 동일 시간 값을 가지고 

서로 다른 시스템 구성요소를 요구하는 문제, (2)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간 값을 가지고 동일한 시스템 구성요

소를 요구하는 문제, (3)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간 값을 

가지고 서로 다른 시스템 구성요소를 요구하는 문제로 

나  수 있다. 3가지 경우를 구분하기 하여 다음 

<표 3>과 같이 구체  해결 략을 결정하는 조건들

을 정의하 다. 시간 값의 개수, 시간에 한 기능과 

상태, 시스템의 개수, 구성요소의 동질성 여부, 시스템 

구성요소의 개수가 구체  해결 략 결정에 의미가 

있는 조건이 된다.

문제

시간 1 시간 2

기능 <입력값> 기능 <입력값>

상태 <입력값> 상태 <입력값>

시간분할조건 <입력값>

시간결합조건 <입력값>

시스템 개수

<단일시스템의 분할을 이용한 구성요소 

구성> 인지 <다  시스템의 결합을 

이용한 구성요소 구성>인지 선택을 한 

<입력값>

구성요소의 

동질성 여부

<구성요소들 간의 동질성과 이질성> 

선택을 한 <입력값>

시스템 구성요소 1 시스템 구성요소 2

기능 <입력값> 기능 <입력값>

상태 <입력값> 상태 <입력값>

구성요소 

분할조건
<입력값>

구성요소 

결합조건
<입력값>

<표 3 > 분할과 결합을 한 조건

<표 3>의 <입력값>에 따라서 시간을 분할하여 기

능을 정의한 후 다시 결합하여 두 매개 모순을 만족시

키는 구체  략과 결합 없이 두 매개 모순을 만족시

키는 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구체  문제해결 ①, ②

번). 

다음은 시간이 동일한 값을 갖는데 서로 다른 시스

템 구성요소를 갖는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시

스템 구성요소를 결합하여 두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문제 해결 략과 한 개의 시스템 구성요소를 분할하

여 두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문제 해결 략으로 구분

할 수 있다(구체  문제해결 ③, ④번). 이 때, 구성요

소간 동질성 여부에 따라 구체  해결 략이 달라진

다. 이질  구성요소인 경우는 그 로 ③, ④번에 해당

하는 구체  문제해결 방법이 되고 동질  구성요소인 

경우에는 체/부분에 한 분할과 결합인 ⑤번의 일

부 방법으로 해결한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시간값과 서로 다른 시스템 

구성요소를 갖는 문제에서는 체/부분에 한 분할과 

결합 해결 략으로 기능에서 체 기능과 부분 기능

으로 나 어 문제를 정의하여야 한다(구체  문제해결 

⑤번). 의 조건을 기반으로 구체  략을 선택하기 

한 알고리즘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구체  해결 략 알고리즘

다음은 이선을 기반으로 입력을 받는 부분과 나비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는 로그램을 이선으로 개발하

다. [그림 3]과 같이 사용자들이 문제를 입력하면 결

과를 받아볼 수 있다. 연구 [8]에서 일부 나비 다이어

그램을 그릴 수 있는 도구의 원형을 개발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든 모순 문제 유형에 한 나비 다이어

그램을 그릴 수 있도록 확장하 고, 입력 부분도 구체

 해결 략을 구분할 수 있도록 확장하 다. 이선

의 터틀(Turtle)과 tkInter를 활용하 다[9]. 향후 본 연

구에서 설계한 분할과 결합을 한 조건 분류를 기반

으로 구체  해결 략을 완성할 계획이다.

4. 결론 및 논의

알트슐러와 그의 동료들은 신 인 발명특허들은 

모순을 해결한 공통 이 있음을 알아냈다(알트슐러 참

고문헌). 트리즈는 체계 으로 발명문제를 해결하기 

한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리즈

의 알고리즘은 여 히 시행착오 인 요소가 남아 있다

[10]. 본 연구는 모순의 에서 문제를 논리 이고 

창의 으로 해결하고자 논리  기호를 도입하고 모순

문제 유형별로 모순문제 해결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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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개발 로그램 : 나비 다이어그램  문제의 
목표와 추상  해결 략 제시

나비 모형은 모순 문제를 쉽게 분석하고 해결공간

(solution space)을 이도록 문제를 정형화하 다. 나

비 모형은 기문제에서 올바른 문제 해결 략을 연

역  방법으로 제시하고 나비 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표상하여 어린 등 학생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 다[3][4]. 향후 본 연구에서 구체  해결 략을 도

출하는 알고리즘이 완성이 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보다 단축할 수 있고 그만큼 학생들은 시

행착오를 겪게 되지 않아 실 가능한 해결책 개발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양질의 해결책 개발이 가

능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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