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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기 쉬운 DFSS 과정을 따라 실제로 신제품 개발을 한다. 

1. 개인별, 1 개월간 

2. 비누, 초콜릿, 로션 등 화학관련 제품을 만들어 1 개 제출.  인터넷, youtube 에 ‘비누만들

기’, ‘초콜릿만들기’ 등을 치면 많은 자료가 나온다.  본 과제는 신제품보다는 여러분이 

DFSS 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에 중점을 두므로 너무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제품

은 삼가 한다.  너무 부피가 크거나 아이스크림 같은 보관하기 곤란하거나 곧 상하는 제

품은 안된다.  제출양은 최소화한다. 포장도 제품의 일부이다. 

3. 10 분간 발표, 발표자료와 보고서 제출한다. 보고서는 발표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제품제조과정을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한다. 

4. 수재비누 등을 사서 제출하거나 기존제품을 녹였다가 다시 굳혀오는 등은 부정행위이다.  

이미 상품화된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면 안된다. 

5. 제품설계의 핵심은 소비자 조사 – 제품개념 정립 – 개념에 맞는 설계대안 제시 – 공장설

계 순이다.  미리 만들 것을 다 정해놓고 하다 보니 Define 에서 최종제품의 장단점을 분

석하는 우를 범하지 마라.  처음엔 무엇을 만들지 모르는 상태이다.  모든 단계를 논리적

으로 진행해야 한다.  즉 막연한 상태에서 좀 더 구체적인 상태로 진행되어야지 꺼꾸로 

가면 안된다.  아이디어는 크게 3 단계 (전략적 선택, 개념최적화, 설계대안제시)에서 필

요하다.  이들을 잘 구분해라. 

6. 화학공학 학부졸업 예정자가 무색하게도 공장설계에 무지하다.  여러분은 화학전공자가 

아니다.  집에서 특별한 라면 한 그릇 끓이는 정도를 제품개발과 같이 생각하면 안된다.  

화학공학자는 공장을 지어 그 특별한 라면을 대량생산 할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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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품 중 하나를 개발한다.  여러가지 발상법에 의한 제품개발 아이디어 생성에 중점

을 둔다.  아이디어라 함은 설계대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의미한다.  아이디어는 최소 10 

개 이상 내야 한다.  학급 학생들이 모두 음미하여 채점할 예정이므로 충분히 제작해 온

다.  발표와 보고서는 프로젝트 1 과 동일하다.  공장설계와 경제성 분석도 잘해야 한다.  

슈퍼프로디자이너를 활용할 것.  이번에는 4 인 1 조로 진행한다.  회의록, 생성된 아이디

어 목록, 업무분담을 보고할 것. 

 

1. 전통식품 중 김치국을 개량하여 콜라 같은 음료수를 만든다.  불쾌한 냄새를 없애고 

기체발생을 조절해야 포장이 가능하다.  유통기한(한달) 동안 부패하지 않게 한다.  

사이다 같은 소비자용으로 상품화된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면 안된다. 

2. 전통식품 중 딩기떡이라고 들어 봤나 ?  쌀겨를 이용하여 상품화된 떡 또는 쿠키를 

만든다.  단 밀가루를 사용하면 안된다.  보리딩기 는 가능하다.  밀가루 없이 접착력

을 높이기 위해 아마 펙틴 같은 binder 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주의 : 위의 식품을 생산할 때 계란, 마늘의 사용을 금하고, 우유나 유제품의 사용을 최소

화한다. 교수님이 알르레기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