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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글

이 교재는 서비스디자인을 재미있게 경험하면서 배우는 수업에서의 활용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디자인은 결국 삶의 문제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각자의 주변에서 주제를 탐색

하고 새로운 서비스 제안을 하는 과정을 즐겁게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재는 참가자 스스로가 서비스 경험의 주체가 되어 퍼소나 박스를 만들어보

기도 하고, 팀이 함께 우리 생활을 새롭게 보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

는 수업을 경험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비스디자인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 번 

도전해 보시죠. 

 

책임 개발자 정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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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별 워크북 활용개요 THEME CARD TEMPLATE  FRONT

차수 교과개요 워크북 활용 Toolkit 워크샵 준비물

1일
(3시간)

서비스디자인 개요 및 사례 소개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 소개
주제카드 제공 및 주제 설명

M1. 주제카드｜THEME CARD

공동준비물: 문구류, 인터넷 연결된 
컴퓨터(노트북), 컬러프린터 및 복사기,
휴대폰연결케이블, USB 카드리더, 
워크북 복사물

개인 준비물: 휴대폰 혹은 디지털 
카메라, 워크북

2일 
(3시간)

팀원 성향 파악하여, 다양성을 기초로 팀원 구성
팀별 워크샵(Ice Breaking)
팀원간 퍼소나 만들기

M1. 주제카드｜THEME CARD 
M2. 퍼소나｜PERSONA

3일
(3시간)

주제 정의하기
경험의 개념 이해하기
Seif-Diary 만들기
Seif-Diary를 통한 여정지도 작성하기(1)

M2. 퍼소나｜PERSONA
M3. 여정지도｜JOUREY MAP

4일
(3시간)

Seif-Diary를 통한 여정지도 작성하기(2)
퍼소나별 여정지도에서 Painpoint 생각하기
Painpoint를 바탕으로 이슈카드 만들기(1)

M2. 퍼소나｜PERSONA
M3. 여정지도｜JOUREY MAP
M4. 이슈카드｜ISSUE CARD

5일
(3시간)

Painpoint를 바탕으로 이슈카드 만들기(2)
이슈카드를 정리하여 핵심 문제 정의하기

M4. 이슈카드｜ISSUE CARD

6일
(3시간)

아이디어 전개(1) M5. 아이디어 전개｜IDEATION

7일
(3시간)

아이디어 전개(2) M5. 아이디어 전개｜IDEATION

8일
(3시간)

발표를 위한 시나리오 만들기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역할극 준비 혹은 UCC 제작하기(1)

M6. 시나리오｜SCENARIO

9일
(3시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역할극 준비 혹은 UCC 제작하기(2) M6. 시나리오｜SCENARIO

10일
(3시간)

발표 및 상호 평가
프로젝트 회상하기

M7. 발표하기｜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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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사고를 기반으로 기초가 되는 핵심 서비스디자인 여정을 위한 Tool로 구성하고 Reflection Loop 개념을 적용 단계별 숙제가 아닌 회상을 통한 순환적 사고를 통해 서비스디자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유도합니다. 

Process & Toolkit

M1

Theme Card

M2

Persona

M3

Journey Map

M4

Issue Card

M5

Ideation

M6

Scenario

M7

Presntation

Reflection Loop Reflection Loop Reflection Loop Reflection Loop Reflection Loop

Reflection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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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워크북의 템플릿은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점수는 최종 발표까지 포함하여 총 7단계가 됩니다.

• 각 단계의 기본 점수(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및 성실성, 팀 협력도 평가)는 10점이며, 단계에 따라 발표 점수(내용과 태도 평가) 10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총 100점 만점입니다.

• 개인별로 자신의 점수를 획득하며, 팀의 점수는 팀원의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팀원이 협력해야만 최종적으로 자신이 속한 팀이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 점수 채점은 2단계로 나누어 집니다. 1단계는 다른 주제를 가진 팀과 워크북을 바꾸어 채점합니다. 2단계는 교수자가 1단계 점수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점수를 냅니다. 

아래 표는 점수를 적어 넣는 점수표 템플릿 입니다.

점수표｜SCORE BOARD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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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점수표｜INDIVIDUAL SCORE BOARD
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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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점수표｜TEAM SCORE BOARD
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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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주제카드｜THEME CARD
주제카드란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과 직접적으로 연관 지어 상황에 빠르게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M1. 주제카드 ｜ THEME CARD 

M1-1. 주제파악하기｜앞면

• 본 템플릿으로 주제에 따른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그것을 질문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서비스가 표현되는 사례을 찾아 부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제카드에 부착될 수 있는 사례의 개수는 한 개 이상입니다. 

• 개별적으로 주제카드를 작성하는 연습을 해 본 후, 주제가 동일한 팀원들과 

의견을 교환하여 팀별로 하나의 주제카드로 정리합니다.

준비물

풀, 가위, 사진(잡지, 인터넷 자료 활용), 필기도구

THEME CARD TEMPLATE ｜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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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를 보여주는 사진을 부착하세요!

TIP. 사진에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서비스가 표현되어야 합니다.

문제 상황 질문하기

TIP.‘해결하고 싶은 문제’와‘문제가 야기된 상황’을 고민해 본 후,“어떻게 하면, 

~상황의 ~를 개선할 수 있을까?”형식으로 질문을 작성합니다.



M1-2. 주제카드 분석하기｜뒷면

• 본 템플릿으로 특정 서비스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앞면의 질문과 비교하여 

서비스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THEME CARD TEMPLATE ｜BACK

서비스의 장점과 단점을 보여주는 사진을 부착하세요!

TIP.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UI화면을 캡쳐하거나 터치포인트를 보여주는  

사진을 활용합니다.

특정 서비스 분석하기

장점

단점

12

M1. 주제카드 ｜ THEME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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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주제카드 ｜ THEME CARD 

M1. 주제카드｜THEME CARD

평가점수 (10점) 평가기준표

•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진 팀과 작성한 템플릿을 바꿔 아래 평가기준표에 맞춰 평가합니다.

회상하기    선택한 주제의 공감대가 얼마나 넓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0 1 2 3 4

0 1 2 3 4

0 1 2

프로세스 툴킷 이해도 / 앞 (4점) 프로세스 툴킷 이해도 / 앞 (4점)

• 부착된 사진에 구체적인 행동이 표현되었는가?

•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 상황이 도출되었는가?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과제 불이행       과제 미완성         과제 완성

불참인원

프로세스 툴킷 이해도 / 뒤 (4점) 프로세스 툴킷 이해도 / 뒤 (4점)

• 선정한 주제에 적합한 서비스 사례를 선정하였는가?

• 서비스 사례의 장단점이 앞면의 질문과 연계되어 분석되었는가?

X -0.5 =

과제준비 성실도 (2점) 과제준비 성실도 (2점)

• 이번 시간 주제카드를 만들기 위한 과제 준비가 잘 되었는가?

수업 참여도 (팀원 협력 점수) 수업 참여도 (팀원 협력 점수)

* 고득점을 위해서 개인의 점수도 중요하지만 본 과정이 팀으로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에 빠지는 인원만큼 0.5점이 마이너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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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인물｜PERSONA
가상인물이란 실재하지 않지만 마치 실존인물처럼 느껴지도록 특정한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특성으로 

만들어내는 인물입니다.



M2-1. 상대 파악하기｜ICE BREAKING
COLOR CARD GAME

• 가상인물 만들기에 앞서 팀원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ICE BREAKING 

카드 게임입니다. 

게임 준비 방법 

• 카드를 색상별(예: BLUE, ORANGE, RED, GREEN)로 팀원수의 2배수만큼 

프린트합니다. 

• 카드(명함사이즈 50mm X 90mm) 반대편에 질문을 적습니다. 

게임 진행 방법 

• 다른 색상의 카드를 2개씩 선택하여 각자 팀원수의 2배수 카드를 갖습니다. 

카드를 선택할 때 질문은 보지 않도록 합니다.  

(팀원 3명 * 2장 = 6장 / 4명 * 2 = 8장) 

• 카드를 모두 선택한 후, 뒷 면의 질문을 보고 자신이 가진 카드를 두 장씩 

다른 팀원에게 나눠주고 또 2장씩 받습니다. 이렇게 카드 교환이 끝나면 각자 

자신이 고르지 않은 카드(팀원의 2배수)를 손에 들게 됩니다. 

•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카드 두 장의 질문을 돌아가면서 답합니다. 

각자의 경험과 그 이유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질문카드 준비하기

* 8개의 질문을 주고 교수자가 미리 프린트해서 카드를 만들어 준비하면

  좋습니다.    

  선택한 주제카드를 고려하여 질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SNS계정을 몇 개 가지고 있나요? 

신제품이 나오기를 기다려 즉시 구매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은 주로 어디서 쇼핑하나요? (온/오프라인) 

당신은 3인 이상의 모임을 얼마나 자주 갖는 
편인가요? 

친구들과 만나는 저녁 식사자리에서 당신은 
먼저 / 중간에 나가는 / 끝까지 남는 편인가요? 

함께 밥 먹는 사람이 없어서 밥을 굶어 본 
적이 있나요? 

학창시절 당신은 반장이나 임원을 맡아 본 
적이 있나요? 

혼자 여행해 본 적이 있나요?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나요? 

당신은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메뉴를 먼저 
고르는 편인가요? 

남의 이목을 끌기 위해 제품을 구매해 본 
적이 있나요?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나요?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기위해 줄을 서 
본적이 있나요?

제품을 구매할 때 최저가 / 품질 / 브랜드 
밸류 중에서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BLUE
구매 행동 질문카드 8장

ORANGE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질문카드 8장

RED
인간 관계 질문카드 8장

GREEN
성격 유형 질문카드 8장

15

M2  가상인물 ｜ PERSONA 



M2-2. 성격유형｜PERSONALITIES

• 16  Personalities(http://www.16personalities.com/ko/)에서 자신의 성격 유형을 

확인합니다. 

• 성격 유형 테스트를 마치고 나면,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성격 요소의 방향성이 

나옵니다. 템플릿 오각형의 각 꼭지에 높게 나온 요소들을 적고, 성격 유형 

그래프를 작성합니다.

   •외향적(Extraverted) ↔ 내향적(Introverted) 

    •직관적(Intuitive) ↔ 현실적(Observant) 

    •이성적(Thinking) ↔ 감성적(Feeling) 

    •계획적(Judging) ↔ 탐색적(Prospecting) 

    •자기주장형(Assertive) ↔ 신중함(Turbulent)

PERSONALITY TEMPLATE

나의 성격 유형은

성격 유형 그래프

TIP. 예) 열정적인 중재자 [INFP-T]

16 Personalities에서 확인한 자신의 성격 유형

캐릭터를 출력해서 붙여보세요!

16

M2  가상인물 ｜ PERS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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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가상인물 ｜ PERSONA 

M2-3. 3D 가상인물｜3D PERSONA
DESCRIPTION

• 자신의 퍼소나 정보를 대입시켜 3D 가상인물 주사위를 만듭니다. 

• 팀원들의 주사위를 함께 놓고 보면서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통합적으로 

발전시키고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Needs

행동 / 반응｜Behavior & Reaction

독립적의존적

긍정적

부정적

문제 상황｜Context

관여자 맵｜Stakeholder Map

가상인물의 사진을 

부착하세요!

성격유형｜Personality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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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가상인물 ｜ PERSONA 

M2-4. 가상인물｜PERSONA

평가점수 (10점) 평가기준표

•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진 팀과 작성한 템플릿을 바꿔 아래 평가기준표에 맞춰 평가합니다.

회상하기    선택한 주제에 관여된 퍼소나가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0 1 2 3 4

0 1 2 3 4

0 1 2

프로세스 툴킷 이해도 / 성격 유형 그래프 (4점) 프로세스 툴킷 이해도 / 성격 유형 그래프 (4점)

• 16 퍼스널리티 테스트를 충실히 수행했는가?(캐릭터 출력 / 부착)

• 오각형 성격 유형 그래프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는가?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과제 불이행       과제 미완성         과제 완성

불참인원

프로세스 툴킷 이해도 / 가상인물 주사위 (4점) 프로세스 툴킷 이해도 / 가상인물 주사위 (4점)

• 주사위의 각 면의 내용이 잘 채워져 있는가?

• 주사위를 보고 가상인물이 잘 파악이 되는가?

X -0.5 =

과제준비 성실도 (2점) 과제준비 성실도 (2점)

• 가상인물 만들기 위한 과제 준비가 잘 되었는가?

수업 참여도 (팀원 협력 점수) 수업 참여도 (팀원 협력 점수)

* 고득점을 위해서 개인의 점수도 중요하지만 본 과정이 팀으로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에 빠지는 인원만큼 0.5점이 마이너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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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4. 가상인물｜PERSONA

+ 추가점수 (5점)

• 이번 단계에서 완성한 템플릿을 발표하고 평가합니다.

0 1 2

0 1 2 3

발표 자세 (2점)

        불량                보통                 우수         

        부족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발표 내용 (3점)

services

services
Visualization

create empathy

User

practice

touchpoints

Insight

mapping

toolkit

business

design

Customer Journeymap

technology

what?

what?

what?

what?

how?

contact employees

Content

Process
design thinking

Persona

servicesservices design philosophy chain

Aspects

Observation

Scenarios

Storyboards

process

visualization

soclal sclence

social science

interview

experience

experlence

want

practice

co-created

confusing

Behavior
Support process

customer Ethnography

Value Proposition

Innovation

Focus on using
solve problems

imagine

seek

Service Bluepoint 

plan

make

more ideas

Line of interaction

Goal skill share

Needed

knowledge

knowledg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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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services

Visualization

create empathy

User

practice

touchpoints

Insight

mapping

toolkit

business

design

methods

Customer Journeymap

technology

what?

what?
what?

what?

how?

contact employees

Content

Process

Customer Action

Frame work

physical evidence

design thinking

Persona

services

servicesservices design philosophy

Points of contact

chain

Aspects

Observation

Storytelling

Scenarios
Storyboards

process

visualization

soclal sclence

social science

interview

experience

experlence

want

practice

co-created

Interaction

confusing

Behavior

Support process

customer Ethnography

Value Proposition

Innovation

Focus on using
solve problems

imagine

seek

Service Bluepoint 
plan

make

more ideas

Line of interaction

Goal skill share

Needed knowledge

knowledge

knowledge

issues

M3

여정지도｜JOURNEY MAP
여정지도란 개인 사용자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여러 채널(터치포인트)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조직, 서비스, 제품

혹은 브랜드와의 개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를 시각적 / 그래픽적으로 해석한 지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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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여정지도 ｜ JOURNEY MAP 

M3. 여정지도｜JOURNEY MAP

• 여정지도를 작성하기에 앞서 여정의 

단계를 먼저 각자 생각해 봅니다.  

사용자 / 관여자 성격에 따라 경험하는 

단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팀원 4명 기준) 서비스 사용자  

2명과 서비스 제공자 2명으로 역할을 

분담합니다.  사용자 2명은 단계를 

동일하게 협의한 후 작성합니다. 

3D 가상인물

주사위를 

올려 놓으세요!

주제카드 질문

서비스명

 

단계 사용 전 사용 중 사용 후

터치
포인트

관찰기록
(이미지 /

노트)

사
용

자
 이

해
서

비
스

 제
공

사
용

자
 감

정
곡

선
단

계
별

 행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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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여정지도 ｜ JOURNEY MAP 

M3. 여정지도｜JOURNEY MAP

평가점수 (10점) 평가기준표

•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진 팀과 작성한 템플릿을 바꿔 아래 평가기준표에 맞춰 평가합니다.

회상하기    퍼소나에게 발생 가능한 상황의 경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였고, 기술하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0 1 2 3 4

0 1 2 3 4

0 1 2

프로세스 툴킷 이해도 / 단계별 감정 곡선 (4점) 프로세스 툴킷 이해도 / 단계별 감정 곡선 (4점)

• 단계별 행동이 사용전, 중, 후로 설득력 있게 나누어져 있는가?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과제 불이행       과제 미완성         과제 완성

불참인원

프로세스 툴킷 이해도 / 터치포인트 (4점) 프로세스 툴킷 이해도 / 터치포인트 (4점)

• 각 단계별로 사용자가 만나는 터치포인트들이 잘 적용되었는가?

X -0.5 =

과제준비 성실도 (2점) 과제준비 성실도 (2점)

• 여정지도를 만들기 위한 과제 준비가 잘 되었는가?

수업 참여도 (팀원 협력 점수) 수업 참여도 (팀원 협력 점수)

* 고득점을 위해서 개인의 점수도 중요하지만 본 과정이 팀으로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에 빠지는 인원만큼 0.5점이 마이너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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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여정지도｜JOURNEY MAP

+ 추가점수 (5점)

• 이번 단계에서 완성한 템플릿을 발표하고 평가합니다.

0 1 2

0 1 2 3

발표 자세 (2점)

        불량                보통                 우수         

        부족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발표 내용 (3점)

services

services
Visualization

create empathy

User

practice

touchpoints

Insight

mapping

toolkit

business

design

Customer Journeymap

technology

what?

what?

what?

what?

how?

contact employees

Content

Process
design thinking

Persona

servicesservices design philosophy chain

Aspects

Observation

Scenarios

Storyboards

process

visualization

soclal sclence

social science

interview

experience

experlence

want

practice

co-created

confusing

Behavior
Support process

customer Ethnography

Value Proposition

Innovation

Focus on using
solve problems

imagine

seek

Service Bluepoint 

plan

make

more ideas

Line of interaction

Goal skill share

Needed

knowledge

knowledg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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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services

Visualization

create empathy

User

practice

touchpoints

Insight

mapping

toolkit

business

design

methods

Customer Journeymap

technology

what?

what?
what?

what?

how?

contact employees

Content

Process

Customer Action

Frame work

physical evidence

design thinking

Persona

services

servicesservices design philosophy

Points of contact

chain

Aspects

Observation

Storytelling

Scenarios
Storyboards

process

visualization

soclal sclence

social science

interview

experience

experlence

want

practice

co-created

Interaction

confusing

Behavior

Support process

customer Ethnography

Value Proposition

Innovation

Focus on using
solve problems

imagine

seek

Service Bluepoint 
plan

make

more ideas

Line of interaction

Goal skill share

Needed knowledge

knowledge

knowledge

issues

M4

이슈카드｜ISSUE CARD
이슈카드란 통합한 여정지도에서 발견한 취약점을 분석한 후 그것에서 핵심어를 뽑아내어 정리한 

카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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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  이슈카드 ｜ ISSUE CARD 

M4-1. 여정지도 통합하기｜INTEGRATE JOURNEY MAPS

팀원 1. BLUE                               팀원 2. ORANGE                                팀원 3. RED                               팀원 4. GREEN

TIP. 사용자 감정 곡선의 색상을 각 팀원별로 달리하여 취약점이 동일한 단계에서 반복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 사용 전 사용 중 사용 후

터치
포인트

서
비

스
 제

공
사

용
자

 감
정

곡
선

단
계

별
 행

동

• 팀원들이 여정지도를 통합하는 단계입니다. 서로 다른 색상을 이용하여 감정곡선을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 서로 다른 감정곡선을 그린 단계나 부정적인 감정을 동일하게 느낀 단계를 

따로 표시(v)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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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  이슈카드 ｜ ISSUE CARD 

M4-2. 취약점 발견하기｜DISCOVER PAIN POINTS

 

단계 단계별 행동 사용자 감정 사용자 관점으로 해석:통찰 정의하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사용 전

사용 중

사용 후

• 아래 표에 앞 장에서 표시(v) 하였던 단계를 채워 넣습니다. 해당 단계의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사용자+니즈+흥미롭게 배운점’을 조합하여 사용자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문장으로 바꿔보는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 발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M4-3. 이슈카드｜ISSUE CARD

• 앞 장에서 기존 서비스의 취약점의 원인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이슈카드 만들기는 

그 중 핵심어를 뽑아서 정리해 보는 과정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전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존의 문제점과 관련된 사용자 경험과 상황을 

정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 통찰 정의하기는‘사용자+니즈+흥미롭게 배운점’을 조합하여 사용자 관점으로 

해석하여 기술합니다. 

•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질문에서 핵심어를 뽑아서 적어 보면서 무엇이 

서비스디자인의 핵심 문제인가를 정의하여야 합니다. 

• 이슈카드 질문에서 중요한 것은  

1) 새로운 서비스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넓은지? 

2)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당히 좁은지? 

3) 사용자 중심 관점 통찰을 반영하고 있는지? 를 고민해야 합니다. 

‘

ISSUE CARD TEMPLATE ｜KEYWORDS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을 부착하세요!

TIP. 서비스에서 통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활용합니다.

통찰 정의하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27

M4  이슈카드 ｜ ISSUE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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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  이슈카드 ｜ ISSUE CARD 

M4. 이슈카드｜ISSUE CARD

평가점수 (10점) 평가기준표

•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진 팀과 작성한 템플릿을 바꿔 아래 평가기준표에 맞춰 평가합니다.

회상하기    퍼소나와 여정지도의 문제점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도출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0 1 2 3 4

0 1 2 3 4

0 1 2

프로세스 툴킷 이해도 / 여정지도 통합하여 취약점 발견하기 (4점) 프로세스 툴킷 이해도 / 여정지도 통합하여 취약점 발견하기 (4점)

• 여러 사용자의 여정지도를 보기 좋게 잘 통합하였는가? (가시성)

• 취약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계에서 사용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을‘어떻게 하면?’ 질문으로 잘 전환하였는가? (질문의 구체성)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과제 불이행       과제 미완성         과제 완성

불참인원

프로세스 툴킷 이해도 / 이슈카드 만들기 (4점) 프로세스 툴킷 이해도 / 이슈카드 만들기 (4점)

•  어떻게 하면?’ 질문을 토대로 아이디어의 기반이 될 만한 핵심어를 

추출하였는가?

X -0.5 =

과제준비 성실도 (2점) 과제준비 성실도 (2점)

• 이슈카드를 만들기 위한 과제 준비가 잘 되었는가?

수업 참여도 (팀원 협력 점수) 수업 참여도 (팀원 협력 점수)

* 고득점을 위해서 개인의 점수도 중요하지만 본 과정이 팀으로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에 빠지는 인원만큼 0.5점이 마이너스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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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

아이디어 전개하기｜IDEATION
다양한 아이디어는 6 Thinking Hats, 9 x 9 metric와 같은 사고 확장 도구를 활용하여 전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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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  아이디어전개 ｜ IDEATION 

M5-1. 아이디어 전개하기｜6 THINKING HATS

•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쓰는 방법으로 팀원들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법1: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모자를 쓰는 방법

6가지 모자 중 하나를 선택해서 모든 팀원이 그 모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토론하는 방법. 

방법2: 모든 사람이 다른 생각모자를 쓰는 방법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생각모자를 선택한 후 다양한 관점으로 토론하는 방법.

TIP. 반드시 토론 중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보기 위해 모자를 바꿔 써야합니다.

* TIP. 모자 별로 가장 많은 토론 / 좋은 토론 내용을 적고 형광펜으로 미리 표시해 두세요. 

Facts Feeling Benefit Cautious Creative Management

가지고 있는 정보나 사실, 데이터

를 기반으로 아이디어 제시

직관적이거나 예감, 감정, 기분에 

따라 아이디어 제시

이익이나 가치가 있는 혹은 긍정

적인 아이디어 제시

위기나 위협, 어려움 등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

창의적이거나 대안이 될 만한, 가

능성 있는 아이디어 제시

결과에 집중하여 요약이나 건설

적인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아이

디어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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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  아이디어전개 ｜ IDEATION 

M5-2. 아이디어 전개하기｜9X9 METRICS

• 앞 단계에서 이슈카드에서 정리한 핵심어를 바탕으로 아이 

디어를 전개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포스트잇을 이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간단한 그림이나 상황설명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어8핵심어7핵심어6

핵심어5

핵심어1 핵심어2 핵심어3

핵심어4
DESIGN
CHAL-
LENGE

핵심어5

핵심어6 핵심어7 핵심어8

핵심어4

핵심어3핵심어2핵심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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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  아이디어전개 ｜ IDEATION 

M5. 아이디어 전개하기｜IDEATION

평가점수 (10점) 평가기준표

•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진 팀과 작성한 템플릿을 바꿔 아래 평가기준표에 맞춰 평가합니다.

회상하기    선택한 이슈에 해당되는 이슈에 집중해서 아이디어를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이디어 도출 과정에서 가장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0 1 2 3 4

0 1 2 3 4

0 1 2

프로세스 툴킷 이해도 / 6 THINKING HATS (4점) 프로세스 툴킷 이해도 / 6 THINKING HATS (4점)

• 6개의 다른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전개하였는가?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과제 불이행       과제 미완성         과제 완성

불참인원

프로세스 툴킷 이해도 / 9X9 METRICS (4점) 프로세스 툴킷 이해도 / 9X9 METRICS (4점)

• 핵심어를 토대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전개하였는가?

X -0.5 =

과제준비 성실도 (2점) 과제준비 성실도 (2점)

• 여정지도를 만들기 위한 과제 준비가 잘 되었는가?

수업 참여도 (팀원 협력 점수) 수업 참여도 (팀원 협력 점수)

* 고득점을 위해서 개인의 점수도 중요하지만 본 과정이 팀으로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에 빠지는 인원만큼 0.5점이 마이너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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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

시나리오 짜기｜MAKE SCENARIO
시나리오는 동영상을 촬영 / 편집하기 위한 준비 자료로서 최종 결과물을 촬영하기에 앞서 

콘티를 짜 보는 연습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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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  시나리오 ｜ SCENARIO

M6. 시나리오 짜기｜MAKE SCENARIO

• 시나리오 내용에 따라 본 템플릿을 여러 장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SCENE SKETCHES (간단히 그리거나 사진 부착하세요.)    주요 터치포인트                                 장면 설명 (사용자 BENEFIT 관점에서 서술합니다.)

TITLE SCENE NO. 시간 장소 촬영장소

아침 / 점심 /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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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  시나리오 ｜ SCENARIO

M6. 시나리오｜SCENARIO

평가점수 (10점) 평가기준표

•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진 팀과 작성한 템플릿을 바꿔 아래 평가기준표에 맞춰 평가합니다.

회상하기    전체 프로젝트 테마와 퍼소나, 그리고 블루프린트의 주요 컨셉을 반영하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0 1 2 3 4

0 1 2 3 4

0 1 2

프로세스 툴킷 이해도 / 시나리오 짜기 (4점) 프로세스 툴킷 이해도 / 시나리오 짜기 (4점)

• 스토리의 설득력이 있는가? (사용자 BENEFIT 관점)

• 신 스케치가 이해가 되는가? (시각화 능력)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과제 불이행       과제 미완성         과제 완성

불참인원

프로세스 툴킷 이해도 / 터치포인트 (4점) 프로세스 툴킷 이해도 / 터치포인트 (4점)

• 주요 터치포인트가 장면별로 잘 도출되었는가?

X -0.5 =

과제준비 성실도 (2점) 과제준비 성실도 (2점)

•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과제 준비가 잘 되었는가?

수업 참여도 (팀원 협력 점수) 수업 참여도 (팀원 협력 점수)

* 고득점을 위해서 개인의 점수도 중요하지만 본 과정이 팀으로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에 빠지는 인원만큼 0.5점이 마이너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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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 시나리오｜SCENARIO

+ 추가점수 (5점)

• 이번 단계에서 완성한 템플릿을 발표하고 평가합니다.

0 1 2

0 1 2 3

발표 자세 (2점)

        불량                보통                 우수         

        부족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발표 내용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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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7  발표하기 ｜ PRESENTATION

M7. 발표하기｜UCC PRESENTATION

평가점수 (10점) 평가기준표

•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진 팀과 작성한 템플릿을 바꿔 아래 평가기준표에 맞춰 평가합니다.

회상하기    선택한 주제의 공감대가 얼마나 넓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0 1 2 3 4

0 1 2 3 4

0 1 2

발표 내용 / 동영상 내용의 짜임새 및 참신성 (4점) 발표 내용 / 동영상 내용의 짜임새 및 참신성 (4점)

• 동영상을 보고 개선된 서비스의 내용이 잘 파악되는가?

• 새로운 서비스가 기존의 문제를 잘 해결하였는가?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과제 불이행       과제 미완성         과제 완성

불참인원

발표 자세 / 터치포인트 (4점) 발표 자세 (4점)

• 청중들의 질문과 반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가?

X -0.5 =

과제준비 성실도 (2점) 과제준비 성실도 (2점)

• 발표 준비가 잘 되었는가?

수업 참여도 (팀원 협력 점수) 수업 참여도 (팀원 협력 점수)

* 고득점을 위해서 개인의 점수도 중요하지만 본 과정이 팀으로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에 빠지는 인원만큼 0.5점이 마이너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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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경험디자인 과제 계획: 서비스·경험디자인 과제 계획은 과제 수행에 앞서 

의뢰인의 서비스·경험 디자인에 대한 요구, 범위, 결과물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요구 수준을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상세 기획안을 작성, 

명시하여 협약할 수 있게 하는 능력

• 서비스·경험디자인 사용자 경험 조사: 서비스·경험디자인 사용자 경험 조사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관한 다양한 사용자 경험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효과적인 서비스·경험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는 

능력

• 서비스·경험디자인 사용자 경험 분석: 서비스·경험디자인 사용자 경험 분석이란 

효과적 서비스 경험 디자인 개발을 위해 수집된 기초 자료를 구조화시키고 

분석함으로써 사용자 관점에서의 서비스 디자인을 도출하는 능력

• 서비스·경험디자인 디자인 제안: 서비스·경험디자인 디자인 제안이란 연구를 통해 

수집·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디자인 원칙을 수립하며 사용자를 정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전개하여 서비스 개념을 설정·구조화하여 서비스 디자인을 제안하는 

능력

• 서비스·경험디자인 프로토타입 제작: 서비스·경험디자인 프로토타입 제작이란 

서비스 이해관계자가 서비스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을 재현함으로써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서비스의 실행가능성 등을 시험할 수 있는 능력

• 서비스·경험디자인 모델 개발: 서비스·경험디자인 모델 개발이란 실행가능 수준의 

서비스 시스템을 도식화하는 과정으로써 취합된 자료를 통하여 얻어진 전략을 

기반으로 서비스 시스템을 시각화하여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하는 능력

• 서비스·경험디자인 모델 평가: 서비스·경험디자인 모델 평가란 개발된 서비스가 

실제 환경에서 실행되기 이전 단계로써 이해관계자로부터 최종점검을 위해 

평가방법과 참여자를 선정하여 평가하여 서비스 운영모델을 보완하는 능력

• 서비스·경험디자인 과제 완료: 서비스·경험디자인 과제 완료란 과제 결과를 

발표하고 주어진 기준에 따라 문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과제를 완료하고 전체 

산출물을 분류, 관리하는 능력

• 서비스·경험디자인 과제 사후관리: 서비스·경험디자인 과제 사후관리란 제안된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실행하고 서비스 품질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운영 지표를 

개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과제를 유지보수 하는 능력

참고자료: NCS 서비스경험디자인의 능력 단위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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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철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를 졸업하고, 디자인그룹 '에이블', 삼보컴퓨터에

서 Interactive Product 관련 디자인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하였다. 

인간중심디자인방법 및 Product UX로 시카고 Institute of Design에서 

디자인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이

며, 인간중심통합디자인연구실 (hcidlab.com)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