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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 서비스디자인의 흥미를 가지게 하고, 서비스디자인 전체 과정 (Process)를 학습한다. 본 

과정은 서비스디자인을 놀이처럼 접근하여 즐겁게 서비스 디자인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다.

• 직무역량 향상

직무역량

교과개요 

놀이요소를 도입하여 서비스디자인 과정에 흥미를 높이고, Toolkit

을 숙제가 아닌 서비스경험자/수혜자의 관점으로 자발적으로 몰입/

참여하게 한다.

과제계획 주어진 '주제'를 해석하여 기본 방향 기획 역량 역량

사용자 경험 조사 '자신'과 '동료' 그리고 '상황'에 따른 경험 수집 및 구성 역량

사용자 경험 분석
'퍼소나'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주제'에 따라 사용자 경험 이야기 

구성 역량

디자인 제안
아이데이션 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디자인 컨셉을 전개

하는 역량

프로토타입 제작
제안된 컨셉을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역량

모델 개발 n/a

모델 평가 n/a

과제 완료 제시한 실행방안을 효과적으로 발표하는 역량

과제 사후관리 n/a

Toolkit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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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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디자인 교과서

마르크 스틱도른, 야코프 슈나이더 외 지음 / 이봉원, 정민주 옮김 : 안그라픽스, 2012

• 사용자 경험 스케치 : 창의적 디자인을 고민하는 모든 디자이너의 방법론 

빌 벅스턴 지음 / 고태호, 유지선 옮김  : 인사이트, 2010

• 디자인 씽킹 : 아이디어를 아이콘으로 바꾸는 생각의 최고 지점 = Design thinking

로저 마틴 지음 / 이건식 옮김 : 웅진윙스 : 웅진씽크빅, 2010

• 디자인에 집중하라 

팀 브라운 지음 / 고성연 옮김 : 김영사, 2010

• IDEO인간중심디자인툴킷 (번역서) 

에딧더월드, 2014

• 교육자를 위한 디자인사고 툴킷 (번역서)

에딧더월드, 2014

참고자료: NCS 서비스경험디자인의 능력 단위별 정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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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1. 즐거운 서비스 디자인

Goal

• 기초과정은 서비스디자인을 자신의 주변 문제에서 출발하고 게임 요소를 접목하여, 서비스 

디자인에 흥미를 가지게 하여, 서비스디자이너의 기본 역량 계발이 목표

개요

• 기본 개별 툴을 소개하는 방식에서 흐름을 강조하는 

프로세스 방식의 툴킷

- 기존 툴킷의 각 단계별 해야 되는 일을 중심에서 

벗어나, 전체 프로세스의 흐름의 이해 및 개별 모듈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여,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툴킷 구성

• 순환적 구조로 툴킷을 구성하여 순서대로 진도를 

나가는 기존의 툴킷에서 탈피

- 단계별로 템플릿을 채우는 숙제와 같은 방식이 아닌 

순환적 구조로 구성하여 , 주제를 보다 깊이 있게 탐색

• 전체 구성과 각 단계에 다양한 app과 게임 요소를 

부여하여 즐거운 경험/서비스를 즐겁게 디자인

- 예로 퍼소나 성격특성 app을 활용해서 성격을 

규명하거나, 퍼소나 박스 만들기 등의 개별 단계에서의 

즐거움과 또한 서비스를 디자인 하는 전체 과정을 

게임 형식으로 구성하여 즐거운 서비스디자인 학습이 

되도록 함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 

기본 원리의 이해

순환적 접근을 통한 

깊이 있는 문제 이해

게임 요소를 통한 

몰입감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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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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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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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

Issue Card

M5

Ideation

M6

Scenario

M7

Presntation

Reflection Loop Reflection Loop Reflection Loop Reflection Loop Reflection Loop

Reflection Loop

• 디자인사고를 기반으로 기초가 되는 핵심 서비스디자인 여정을 위한 Tool로 구성하고 Learning Loop 개념을 적용 단계별 숙제가 아닌 순환적 사고를 통해 참여 유도

'재미' 요소를 도입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유발

컨셉2: 개별 툴에서 요소 정보를 구성하거나 이슈를 도출할 때, app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구성하여 재미도 주면서, 정보에 대한 객관성도 부여하

도록 구성 (e.g. Persona에서 방사형그래프로 각 Persona의 성격을 표

시할 때, 성격 유형 구분 간단한 app을 활용)

컨셉1: 전체 서비스디자인과정을 각 단계를 미션 수행에 따른, 수행 점수를 

부여

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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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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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services
Visualization

create empathy

User

practice

touchpoints

Insight

mapping

toolkit

business

designdesign

Customer Journeymap

technologytechnology

what?

what?

what?

how?

contact employees

design thinking

Persona

servicesservicesservices design philosophy chain
Scenarios

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

process

visualization

soclal sclence

social science

interview

experience

experlence

want

practice

co-created

confusing

Behavior
Support processSupport processSupport processSupport process

customer EthnographyEthnographyEthnographyEthnographyEthnography

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

Innovation

Focus on usingFocus on using
solve problemssolve problemssolve problems

imagineimagine

seek

Service Bluepoint Service Bluepoint Service Bluepoint Service Bluepoint 

planplan

makemake

more ideas

Line of interactionLine of interactionLine of interaction

Goal skill shareskill share

knowledgeknowledge

knowledgeknowledgeknowledge

issues

1회차
/ 수업목표

서비스 디자인의 기본 개념 이해하기

서비스 디자인의 과정 (Process)과 툴킷 이해하기

/ 준비물

Theme Card

문구류: A4, 포스트잇, 색연필, 풀, 가위

학생용 템플릿 (해당페이지 인쇄하여 준비)

/ 수업흐름

수업 소개 (20분)

서비스 디자인 소개 (30분)

휴식 (10분)

마음 열기/Speed Dating (30분)

Theme Card 소개 (30분)

휴식 (10분)

팀 구성 및 계획 세우기 (40분)

/ 수업준비

1. 강사 소개하기

- 서비스디자인 진행자로서 자신에 대한 소개로 시작한다.

2. 참여자들과 인사 나누기

- 참여자들간의 공감대 형성은 성공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중요하다.

3. Theme Card 나눠주기

- 본인이 준비한 Theme Card를 나누어 주고, 주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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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百聞而不如一見 : 서비스디자인 사례를 찾아보는 것은 서비스디자인을 이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 좋은 서비스디자인 성공비결은 무엇인가? 명확한 사람의 니즈 (Needs) 정의에서 출발한 

명확한 문제 정의가 관건

정의

• 서비스디자인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다양한 접점 (Touchpoint)를 통해 사용자 경험 (User 

Experience)을 형성하게 하는 전체적 플랫폼

• 서비스 디자인은 개별적 유무형의 디자인 결과, 그리고 결과물과의 상호작용(Interaction)

을 통해 형성되는 사용자의 경험,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

서비스디자인 개념

개별 구체적 디자인은 사람들의 다양한 needs의 만족을 중요하게 고려

사용자경험 디자인은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들에게 형성되는 경험을 중요하게 고려

서비스디자인은 이를 포괄하는 종합적 개념으로, 개별 디자인 결과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 

사용자 경험을 가능하는 플랫폼을 중요하게 고려

'안전한 귀가길'은 누구나 생각하는 것이다. 

안전한 마을이라는 주제의 공공서비스디자인 사례

글로벌 시대에 '만족하는 해외 이사'의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디자인 비즈니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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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사고 기반 프로세스

• 디자인사고에 기반한 프로세스는 1980년대부터 디자인 분야에서는 활용됨

•  팀브라운의 저서와 TED강연을 통해 디자인사고가 다양한 분야로 확산 됨 

"디자인적 사고란 소비자들이 가치있게 평가하고 시장의 기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디자이너의 감수성과 작업방식을 이용하는 사고 

방식이다."

- 팀 브라운 (엔지니어 출신)

정의

• 인간중심디자인 과정 (Process) 이해를 위해서는 디자인사고 (Design Thinking)의 이해 필요

"디자인씽킹은 분석적, 논리적 사고 방식과 직관적, 창의적 사고 방식이 

역동적으로 조화되어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

- 로저 마틴 (경영학자)

• 디자인사고의 핵심은 지식 깔때기 (Knowledge Funnel)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분석적 (Analytical) & 직관적 (Intuitive)사고의 조화를 통해 

이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이다.

지식 깔때기 (The knowledge funnel)            디자인사고 (Design Thinking)의 특징

디자인 사고

라소 (1980)

출처: <사용자경험스케치>. 빌 벅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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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디자인프로세스가 있지만 가장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Double Diamond 모델

디자인 사고 기반 프로세스

Double Diamond Process by U.K. Design Council

DISCOVER DEFINE DEVELOPE DEL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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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주요 Toolkit

디자인 사고 기반 서비스디자인 툴킷

Toolkit Image Target 목 적 형 태 특 징

SILK / Method Deck 실무디자이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법들을 모
아 테스트하고 개발하여 카드형태로 정리

Method Card / 
ManualBook

프로젝트 전체 계획을 세우거나, 인사이트 수집,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세울 때도 활용 가능

IDEO / Design 
Thinking for Educators

교육자
디자인사고를 교육현장에 창의적으로 적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툴킷

WorkBook
Toolkit

학교 교과과정, 교육공간, 교육 관련 도구와 시스템에 이
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 

Field Studio / Modes
And Methods 

실무디자이너
실무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디자인의  
전반적 이해를 돕고자 제작된 툴킷

WorkBook
전반기는 디자인 접근법과 총체적인 개론을 다루고 후반
부에는 메소드들을 나열하여 설명

IDEO / Libraries  전체
디자인 씽킹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
도하는 툴킷

Toolkit
Inspiration, Ideation, Iteration의 단계의 순서를 사용자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유도

SILK / Method Deck
실무디자이너 
비전문가

서비스디자인을 느끼고 체험하기 위함 Cards
Plum, Communicate, Insight, Design, Workshop의 총 5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

DIY Toolkit  
실무디자이너
전문가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적
용, 발명하는 방법에 대한 툴킷

WorkBook
Toolkit

세부항목별 난이도가 표시되어있어 구분하여 사용하기
에 용기

Frog Design / Collec-
tive Action Toolkit

그룹 리더용 
팀 구성원들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실용적 
가이드라인 제시

WorkBook
Toolkit

계획, 리서치, 디자인, 프로토타이핑, 테스트의 전체 프로
세스에 대한 방법론과 가이드를 제공

Team GSJ BLR / Ser-
vice Design Manual

실무디자이너
전문가

문제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WorkBook
Toolkit

Discover, Define, Develop, Deliver의 단계에 맞춘 각 프
로세스의 운영

IDEO / HDI(Human 
Centered Design)

비영리단체
국가, 비전문가

비영리목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디자인을 지
원하기 위해 제작된 툴

Guide Book
Web Page

프로세스, 방법론 활용에 대한 디테일한 가이드제공
(Case Study 제공) Process - Hear, Create, Deliver(3
단계) 

PDR / STEP UP 
Tool kit

실무디자이너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 강화 를 위해 개발된  
툴킷

Toolkit
4단계에 맞춰 각 영역에 실습 영역을 제시하고 사례를 제
공하여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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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 기초과정은 서비스디자인을 자신의 주변 문제에서 출발하고 게임 요소를 접목하여, 서비스 

디자인에 흥미를 가지게 하여, 서비스디자이너의 기본 역량 계발이 목표

목표

• 각 방법 (Method)의 전후 관계 (Input과 Output의 

관계)를 이해

- 기본이 되는 핵심 툴킷과 각 툴의 전후 관계 이해 

중심으로 진행

• 순환적 구조로 툴킷을 활용

- 필요한 경우 툴킷을 순환적으로 반복 활용하여 

문제의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

• 중간 중간 app활용과 게임 요소를 활용하여 즐겁게 

진행

- 예로 퍼소나 성격특성 app을 활용해서 성격을 규명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 

기본 원리의 이해

순환적 접근을 통한 

깊이 있는 문제 이해

게임 요소를 통한 

몰입감 향상

services

services
Visualization

create empathy

User

practice

touchpoints

Insight

mapping

toolkit

business

designdesign

Customer Journeymap

technologytechnology

what?

what?

what?

how?

contact employees

design thinking

Persona

servicesservicesservices design philosophy chain
Scenarios

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

process

visualization

soclal sclence

social science

interview

experience

experlence

want

practice

co-created

confusing

Behavior
Support processSupport processSupport processSupport process

customer EthnographyEthnographyEthnographyEthnographyEthnography

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

Innovation

Focus on usingFocus on using
solve problemssolve problemssolve problems

imagineimagine

seek

Service Bluepoint Service Bluepoint Service Bluepoint Service Bluepoint 

planplan

makemake

more ideas

Line of interactionLine of interactionLine of interaction

Goal skill shareskill share

knowledgeknowledge

knowledgeknowledgeknowledg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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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uble Diamond 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디자인의 가장 핵심 툴킷과 순환관계를 이해하여 서비스디자이너로서의 기초 소양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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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Speed Dating

• Speed Dating은 많은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미팅 방법의 하나로 

활용

• 본 워크샵에서는 처음 보는 다른 참여자들과 인사하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활용

• Speed Dating의 진행방식은

- 책상을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정리 (위의 그림 참고)    

- 참여자를 두 개 그룹으로 나눔

- 그룹1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고, 그룹2의 사람이 자리를 옮겨가면서 다른 사람을 만남

- 자리에 앉으면 3분 동안 서로 상대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짐

1) 이름, 배경, 취미, 관심사, 선호하는 것 등을 질문 

2) 꿈이나 본 워크샵의 참여 계기등을 물어볼 수도 있음

강연 진행과 교재

• 워크샵은 강연, 워크템플릿을 활용한 팀 프로젝트 진행, 사례 탐색을 통한 관련 지식 습득으로 

구성됨

• 워크샵 주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주제인, 안전한 동네 만들기, 편리한 대중 

교통, 여행디자인과 같은 주제로 선정

참여자들과 인사하기진행 과정

강연을 통한 전체 개념 및 단계별 활동 이해

워크 템플렛을 활용한 팀별 프로젝트 진행

사례 탐색을 통한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식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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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re Board 게임은 서비스디자인 과정을 이해하고 워크샵에서 배운 것을 정리하는 것이 목적

• 수업 참여도를 높이는 것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교수자 판단에 따라 준비 (선택임)

준비물

-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의 구조로 빈칸만 있는 시트(각 칸에 점수가 배분되어있고(점수 

외에 다른 것들은 적혀있지 않음), 다른 게임이 포함된 단계(칸)들의 점수가 높음

(점수차가 너무 크면 안됨)

- post-it

게임 방법

1. 팀 멤버 수만큼의 말(동전, 종이조각 등을 활용)을 제작.

2. 말들을 첫번째 칸(start)에 배치.

3. 수업이 끝나면 각자 post-it에 그 날 배운 주제와 내용, 소감 등을 간단히 적어 말이 

위치한 빈칸에 붙이고, 칸에 적힌 점수를 획득. 점수 획득은 각 단계에서 좋은 성과의 팀을 

협의하여 선정. (혹은 미션 게임)

4. 자기 말을 다음 칸으로 옮김.

5. 결석으로 인해 말을 못 옮긴 경우는 팀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혹은 이전 시간 내용을 

복습한 다음) 말을 옮김

6.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팀원들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팀이 승리

Score Board 

- 7단계 각 10점으로 구성되며, 퍼소나, 여정지도, 블루프린트, 시나리오는 각 가산점 

5점으로 구성

교수자 준비물: Score Board (선택)｜Score Board 게임

10

100

YOUR
SCORE IS!

START

M1

THEME CARD

M2

PERSONA

M3

JOUREY MAP

M4

ISSUE CARD

M5

IDEATION

M6

SCENARIO

M7

PRESENTATION

10 10 10

10 10 10

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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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re Board 게임은 서비스디자인 과정을 이해하고 워크샵에서 배운 것을 정리하는 것이 목적

• 수업 참여도를 높이는 것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게임 방법

1. 팀 멤버 수만큼의 말(동전, 종이조각 등을 활용)을 제작.

2. 말들을 첫번째 칸(start)에 배치.

3. 수업이 끝나면 각자 post-it에 그 날 배운 주제와 내용, 소감 등을 간단히 적어 말이 

위치한 빈칸에 붙이고, 칸에 적힌 점수를 획득. 점수 획득은 각 단계에서 좋은 성과의

팀을 협의하여 선정. (혹은 미션 게임)

4. 자기 말을 다음 칸으로 옮김.

5. 결석으로 인해 말을 못 옮긴 경우는 팀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혹은 이전 시간 내용을

복습한 다음) 말을 옮김

6.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팀원들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팀이 승리

Score Board 

- 7단계 각 10점으로 구성되며, 퍼소나, 여정지도, 블루프린트, 시나리오는 각 가산점 

5점으로 구성

서비스디자인 워크샵  운영 게임｜Score Board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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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과정의 경우 주제 탐색에 시간을 보내지 말고, 교수자가 주제 방향을 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

•  주제는 접근이 쉽고 이해가 가능해야 하며,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과 직접적으로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구체적 문제 제시가 중요

•  뉴스의 사회면, 생활/문화면 제목들을 살펴보면서, 공감대가 높은 문제를 선별하여 각각 하나의 카드로 준비

교수자 준비물: 주제카드 (Theme Card)｜주제카드 준비하기

용어 설명| Terminology

주제카드란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과 직접적으로 연관 지어 상황에 빠르게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다.

실행 과정 | Step-by-Step 

Step 1. 준비된 주제카드(125 x 175mm) 중 관심 있는 주제를 각자 고른다.

Step 2. 같은 주제카드를 고른 참여자들이 한 팀(4~5명)이 된다.

Step 3. 주제카드의 이미지/질문/키워드를 보고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히 팀원들끼리 이야기하고, 구체적 맥락/문제 파악을 위해 Self-Diary를 연계하여 진행한다.

목표와 기대효과| Goal & Objectives

수준별 주제카드를 제공

주제 선정 시간을 단축(기초과정 참여자) 

주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좁혀나가는 연습기회 제공

시간 | Time

30분

개별/팀 과제 | Individual/Team Project

팀

준비물 | Preparation

주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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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형식으로 준비

교수자 준비물: 주제카드 (Theme Card)｜주제카드 준비하기

앞 뒤

막차를 놓쳤다.
어떻게 집에 갈 수 있을까?

 

 안전

교통

택시합승

승차거부

불법택시

콜택시

뒷면의 경우 검색한 기사나 헤드라인을 적어 준비하고 

팀원들이 직접 상의하여 키워드를 도출하여도 효과적

3. 키워드:

주제를 처음부터 명료하게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키워드를 포함하여 제시한다.

2. 이미지:

구체적인 행태가 드러나야 한다.

1. 질문:

상황, 문제에 대한 기술을 "어떻게 ~ 할 수 

있을까?"의 형식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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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형식으로 준비하며, 교수자가 준비한 주제카드의 사진을 제외한 부분을 공란으로 두고 뒷면에 서비스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교수자 준비물: 주제카드 (Theme Card) 워크템플렛｜

앞

(이미지/질문)

뒤

(서비스분석)어떻게 택시를 더 쉽게 탈 수 있을까?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의 장단점을 생각해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의 

근본적 질문을 탐색한다.

카카오 택시

2. 이미지:

구체적인 행태가 드러나야 한다.

1. 질문:

상황, 문제에 대한 기술을 "어떻게 ~ 할 수 

있을까?"의 형식으로 만든다.

125mm

175m
m

3. 이용하는 서비스 분석: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평가하고 분석하여 

본다. 그리고 보다 자신이 원하는 근본적 질문과 

비교하여 문제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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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디자인 주제 정하기 주제카드｜(Theme Card) 이용

앞

(이미지/질문)

뒤

(서비스분석)어떻게 택시를 더 쉽게 탈 수 있을까?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의 장단점을 생각해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의 

근본적 질문을 탐색한다.

카카오 택시

2. 이미지:

구체적인 행태가 드러나야 한다.

1. 질문:

상황, 문제에 대한 기술을 "어떻게 ~ 할 수 

있을까?"의 형식으로 만든다.

3. 이용하는 서비스 분석: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평가하고 분석하여 

본다. 그리고 보다 자신이 원하는 근본적 질문과 

비교하여 문제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본다.

• 제시된 주제카드에서 개인적 관심사를 2~3개 선정

• 개인 관심사를 바탕으로 4~5명으로 팀원 구성하고 자기소개

• 선택한 주제카드를 자신의 경험에 기반하여 다시 한번 만들어 본다. 

• 자신에게 필요한 질문과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이 이용하는 현재 서비스의 문제점등을 기술하여 자신만의 카드를 만들고, 팀원들의 카드와 함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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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services
Visualization

create empathy

User

practice

touchpoints

Insight

mapping

toolkit

business

designdesign

Customer Journeymap

technologytechnology

what?

what?

what?

how?

contact employees

design thinking

Persona

servicesservicesservices design philosophy chain
Scenarios

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

process

visualization

soclal sclence

social science

interview

experience

experlence

want

practice

co-created

confusing

Behavior
Support processSupport processSupport processSupport process

customer EthnographyEthnographyEthnographyEthnographyEthnography

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

Innovation

Focus on usingFocus on using
solve problemssolve problemssolve problems

imagineimagine

seek

Service Bluepoint Service Bluepoint Service Bluepoint Service Bluepoint 

planplan

makemake

more ideas

Line of interactionLine of interactionLine of interaction

Goal skill shareskill share

knowledgeknowledge

knowledgeknowledgeknowledge

issues

2회차
/ 수업목표

본인의 관심주제 2-3개 발표하기

팀 구성하고 친해지기 (Ice Breaking)

문제 정의하기

/ 준비물

Theme Card 개인과제 결과물

숫자카드 (트럼프 카드 활용가능)

문구류: A4, 포스트잇, 색연필, 풀, 가위

학생용 템플릿 (해당페이지 인쇄하여 준비)

/ 수업흐름

수업 소개 (10분)

개인별 주제카드 발표 준비 및 발표 (40분)

휴식 (10분)

퍼소나 만들기 (과제에 대한 같은 관점/다른 관점 이야기 만들기) (30분)

퍼소나 주사위 박스 만들기 (조사 계획 세우기) (30분)

휴식 (10분)

팀별 조사 계획 세우기 (40분)

/ 수업준비

1.자신의 Theme 발표하기

- 자신이 선택한 Theme과 그 이유를 발표

2. 팀 구성하기

- 관심 주제를 기준으로 팀 구성 및 논의

3.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하여 문제 정의하기

- 선택한 Theme의 다양한 관여자 (Stakeholder)를 정의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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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별 주제카드 발표 준비

• 팀원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팀원 개개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프로젝트 주제를 명확히 정의

• 각 개인이 생각하는 경쟁서비스를 선택하여 분석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기술

개인별 주제카드 발표 준비

앞

(이미지/질문)

뒤

(서비스분석)어떻게 택시를 더 쉽게 탈 수 있을까?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의 장단점을 생각해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의 

근본적 질문을 탐색한다.

카카오 택시

125mm

175m
m

3. 이용하는 서비스 분석: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평가하고 분석하여 

본다. 그리고 보다 자신이 원하는 근본적 질문과 

비교하여 문제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본다.

2. 이미지:

구체적인 행태가 드러나야 한다.

1. 질문:

상황, 문제에 대한 기술을 "어떻게 ~ 할 수 

있을까?"의 형식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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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별 주제카드 발표

• 일주일 동안 생각한 각 주제에 대한 개인별 생각에 대해 팀 내부 공유

나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에 비친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Step 1. 4개 색상의 카드를 2장씩 선택

Step 2. 카드를 2장씩 팀원에게 배분 

(즉, 자신이 고른 질문은 모두 다른 팀원에게 배분)

Step 3. 교환이 끝나면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 카드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상호 이해 및 팀웍 형성

개인별 주제카드 발표 서로에 대해 알아보기

?
구매 행동 질문카드 8장

?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질문카드 8장

?
인간 관계 질문카드 8장

?
성격 유형 질문카드 8장

당신은 지인과의 식사자리에서 메뉴를 

먼저 고르는 편인가요?

당신은 SNS계정을 몇 개 가지고 있

나요?

학창시절 당신은 반장이나 임원을 맡아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은 3인 이상의 모임을 얼마나 자주 

갖는 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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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에 비친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 16 Personalities (http://www.16personalities.com/ko/)를 활용하여 

    나의 성격 유형 확인하고 출력

• 각자 나의 모습을 성격 유형 결과를 참고하여 이야기하고, 

    나를 뽑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상호이해의 시간 활용

외향적(Extraverted) ↔ 내향적(Introverted)

직관적(Intuitive) ↔ 현실적(Observant)

이성적(Thinking) ↔ 감성적(Feeling)

계획적(Judging) ↔ 탐색적(Prospecting)

자기주장형(Assertive) ↔ 신중함(Turbulent)

테스트를 마치고 나면, 결과로 다섯가지 성격요소의 수치와 성격 유형이 나온다. 그 

중에서 왼쪽 요소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작성한다.

테스트를 마치고 나면, 결과로 다섯가지 성격 요소의 방향성이 나온다. 각각 더 높게 

나온 요소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작성한다.

서로에 대해 알아보기

외향적⇄내향적

내향적

직관적⇄현실적

직관적

자기주장형⇄신중함

신중함

이성적⇄감성적

감성적

계획적⇄탐색적

탐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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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서비스 주제에 대한 나와 팀원들의 태도는?

서비스 주제에 대해 각자 '사용동기' '원하는 것' '주요 서비스 키워드'를 작성하여 

퍼소나 박스 제작

서비스에 대해 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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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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개인별 퍼소나 박스를 활용한 주제 심화 분석

• 팀의 주제 카드를 중앙에 배치

• 제작한 퍼소나 박스를 주변에 배치하고 각 퍼소나별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설정

• 상황에서 주제에 영향을 주는 접점 (Touchpoint)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조사 

방법 토론

주제 심화 분석

상황 상황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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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iary 조사 계획

• 일주일 토론 관찰 가능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조사 대상, 방법을 논의

• 조사도구 (Tool) 논의

주제 심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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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services
Visualization

create empathy

User

practice

touchpoints

Insight

mapping

toolkit

business

designdesign

Customer Journeymap

technologytechnology

what?

what?

what?

how?

contact employees

design thinking

Persona

servicesservicesservices design philosophy chain
Scenarios

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

process

visualization

soclal sclence

social science

interview

experience

experlence

want

practice

co-created

confusing

Behavior
Support processSupport processSupport processSupport process

customer EthnographyEthnographyEthnographyEthnographyEthnography

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

Innovation

Focus on usingFocus on using
solve problemssolve problemssolve problems

imagineimagine

seek

Service Bluepoint Service Bluepoint Service Bluepoint Service Bluepoint 

planplan

makemake

more ideas

Line of interactionLine of interactionLine of interaction

Goal skill shareskill share

knowledgeknowledge

knowledgeknowledgeknowledge

issues

3회차
/ 수업목표

정의된 문제와 관련된 상황 이해하기

Self-Diary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여정지도 작성

선택한 서비스 대상 이해하기

/ 준비물

개별 촬영 자료 (주요 사건(장면)사진 출력 반드시 필요)

Persona/여정지도 자료

문구류: A4, 포스트잇, 색연필, 풀, 가위, 라인테이프

컴퓨터 및 출력장비 (인터넷 연결 필요)

학생용 워크북

/ 수업흐름

수업 소개 (10분)

Self-Diary를 기반으로 팀별 관찰 (교육 장소 주변 활용) 진행하기 (150분)

* 온라인 서비스를 체험하는 경우는 교육장에서 진행

휴식 (10분)

관찰 내용 논의하기 (20분)

/ 수업준비

1.팀별 사용자 조사자료 공유

- 각 주제별 사용자 조사자료를 발표

2. 팀원 경험에 기반하여 여정지도 작성

- 팀원간 논의를 통한 다른 관점의 경험을 공유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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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iary 개별 진행하기

• 선택한 주제에 따라 특정 문제에 대한 현상을 직접 경험하고 촬영

• Self-Diary 진행도구 준비 (ex.카메라, 기록지 등)

• 택시나 특정장소 (레스토랑, 관광지, 귀가길 등) 주제인 경우: 택시를 잡고 

탑승하고 집에 가능 과정을 동영상이나 주요 장면 중심으로 촬영하고 기록 

• 휴대폰 사용 같은 사물이 주제인 경우:  사물이 사용되는 상황마다 촬영을 하여 기록

• 2일차에 개인별 Self-Diary를 바탕으로 여정지도 및 Persona 작성할 예정으로 

주요 사건 (장면) 출력하여 준비

상황 (장소, 시간, 같이 사람)을 묘사, 필요한 경우 상황을 제3자가  촬영 가능

주로 사용한 기능을 찍고, 촬영한 내용을 본인이 기억할 수 있게 기록

진행 기간

Wed Thu Fri Sat Sun Mon Tue

친구
카페

-
남편
마트

가족
놀이동산

가족
집

타인
카페

가족
시댁

전화(O)
카톡(X)

- 전화(O) 검색(X)
검색(X)
카톡(X)

카톡(X)

선택한 주제를 위한 Self-Diary

경험과정을 주요 장면을 상황 (장소, 시간, 같이 사람)과 같이 시간 순으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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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별 주제를 각 개인의 관점에서 사용자경험 (User Experience) 이해하기

• 관찰 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개인용 카메라 및 기록 

장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

관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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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services
Visualization

create empathy

User

practice

touchpoints

Insight

mapping

toolkit

business

designdesign

Customer Journeymap

technologytechnology

what?

what?

what?

how?

contact employees

design thinking

Persona

servicesservicesservices design philosophy chain
Scenarios

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

process

visualization

soclal sclence

social science

interview

experience

experlence

want

practice

co-created

confusing

Behavior
Support processSupport processSupport processSupport process

customer EthnographyEthnographyEthnographyEthnographyEthnography

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

Innovation

Focus on usingFocus on using
solve problemssolve problemssolve problems

imagineimagine

seek

Service Bluepoint Service Bluepoint Service Bluepoint Service Bluepoint 

planplan

makemake

more ideas

Line of interactionLine of interactionLine of interaction

Goal skill shareskill share

knowledgeknowledge

knowledgeknowledgeknowledge

issues

4회차
/ 수업목표

Persona 정의하기

Issue Card 만들기

/ 준비물

개별 촬영 자료

문구류: A4, 포스트잇, 색연필, 풀, 가위

학생용 템플릿 (해당페이지 인쇄하여 준비)

/ 수업흐름

수업 소개 (10분)

개별 관찰자료 정리하기 (60분)

휴식 (10분)

여정지도 만들기 (110분)

/ 수업준비

1. 팀별 추가 사용자 조사자료 공유

- 추가 조사 자료 반영하여 여정지도 완성

2. 퍼소나 구성

- 주제에 관여된 주요 퍼소나와 각 퍼소나의 역할/이해관계 맵핑 (Mapping)

3. Issue Card 작성

- Issue Card 작성을 통해 서비스디자인의 구체적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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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경험 (User Experience) 이해하기

• 경험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련의 사건 (주요 장면)의 흐름에서 형성

• 사건 (주요 장면)은 세상을 구성하는 접점 (Touchpoint)에 대한 사용자의 물리적, 

인지적, 감정적 관여로 인해 발생

• 경험은 사용자의 기대와 사건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발생

• 사용자의 기대는 과거의 경험과 현재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현재 상황 인식에서 

발생 

시간 순으로 주요 사건 (장면) 구성하기

• 개별 관찰자료의 주요 사건 (장면) 출력하고 프레임 구성

개별 관찰자료 정리하기

상호작용

상황

공간

사용자경험

시간

사건(장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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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지도 준비하기

• 수집한 개별 자료를 정리하고, 자료를 여정지도를 통하여 정리

• Pain point를 분석하여 이슈를 도출하여 디자인 기회 포착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

용어 설명| Terminology

여정지도란 개인 사용자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 채널(터치포인트)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조직, 서비스, 제품 혹은 브랜드와의 관계를 개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를 시각적/그래픽적으로 해석한 지도이다. 

실행 과정 | Step-by-Step 

Step 1. 좌측에 가상인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적는다

Step 2. 전반,중반, 후반의 단계를 총 10단계로 정리하여 여정지도의 맨 상단에 적는다.

Step 3. 각 단계별로 인물의 감정곡선을 좋고 나쁨으로 표시한다.

Step 4. 각 단계에서 인물이 만나게 되는 여러 채널을 체크하고 그 채널의 아이콘을 붙인다. 

# 참고: 나운프로젝트에서 아이콘을 다운 받을 수 있다

Step 5. 개인의 행동에 관한 관찰기록을 이미지 혹은 포스트잇에 노트/스케치로 표현하여 

단계별로 붙인다.

목표와 기대효과| Goal & Objectives

• 무형 서비스의 흐름 정밀 분석 

• 특정한 상황과 연관된 조직, 사람, 조직에 관한 효과적인 서비스 인터페이스 파악 

• Pain point 정의를 통해 기존 서비스 환경의 성장가능성 파악

• 서비스 환경에 대한 고객의 인식에 효과적 대응 가능

시간 | Time

90분

개별/팀 과제 | Individual/Team Project

개별/팀

준비물 | Preparation

가위, 풀, 프린터기, 포스트잇, 라인테이프, 스마트 기기

교수자 준비물: 여정지도 (Customer Journey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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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지도의 개념 및 특징

고객 여정 지도는 서비스 사용자의 경험을 생생하고 체계적으로 시각화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고객의 '여정 (고객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매력적인 이야기'은 

고객이 서비스와 상호작용하는 터치포인트를 바탕으로 구성되며, 이야기는 서비스 

상호작용과 그에 따라 고객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한다.

(Stickdorn & Schneider, 2012)

• 사용자가 서비스와 상호작용하는 터치포인트를 발견하고, 이들을 연결해 

전체적인 서비스 경험을 시각적으로 설명

• 실질적인 통찰을 설명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충분히 포함해야 함 (여정이 

발생하게 된 상황, 동기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함)

•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를 제공하며, 사용자 

관점에서 경험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함.

• 전체 서비스 경험을 단계별로 보다 깊게 분석할 수 있고, 여러 경험을 동일한 

시각 언어로 비교 가능

Service Design Toolkit _ JAMK University

여정지도 (Customer Journey Map) 작성

AFTERDURINGBEFORE

1A   |  Draw the customer’s service pathway

Mark down the hot spots 
of service development 
on the pathway:

Even before starting research, you can think about 
where the hot spots of development are located. 
This way, you can form your own assumptions 
about development objectives. You can test these 
"what if" ideas in customer interviews.

Mark down the steps the customer goes through while using the service. 
E.g., arrival, waiting, decision, purchase, the different steps of the service 

itself... try to represent each step as a sequential event.

Write or draw the steps preceding the use of the service. 
E.g., getting an idea, searching for information, 

purchase, preparations... Try to answer at least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customer need is your service 

fulfilling? How does the customer come up with the 

idea of choosing your service in particular? Through 

what channels can your customer find additional 

information on your service?

Mark down the steps following the use of
the service. E.g., what does the customer 

do immediately after using the service? 

Will there be any communication following

the service?

The customer has 
a good experience 
at this step.

The customer 
has problems 
at this step.

One excellent tool available online is the 
CUSTOMER JOURNEY CANVAS.

Tips

Service Design Toolkit  |  Process and templates

INTERVIEWEE & CONTEXT OF THE INTERVIEW

PHASES IN THE
EXPERIENCE

Ask the user or employee to describer his or her current experience. First, ask what the different steps are and then detail the user experience.

Satisfaction frontier

SATISFIED

UNSATISFIED

EM
O

TI
O

N
 S

C
AL

E

WHY’S

Ask, for the most positive and the most negative experiences, how the user or employee felt and what he or she thought.
Get to the bottom of the underlying reasons. Don’t hesitate to ask follow-up questions.

Service Design Toolkit _ Design Fla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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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지도 vs 서비스 청사진 (Blueprint)

• 여정지도는 경험중심 (experience-centric)으로 기술하여, 인간중심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활용

• 서비스 청사진 (Service Blueprint)는 사용자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므로 서비스 과정중심 (Process-centric)으로 기술

Customer Journey Map Service Blueprint

터치포인트를 둘러싼 소비자의 행동, 
생각, 느낌을 포함한 그들의 경험을 포
착하여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

fewer process details, but more in-
formation about the customer expe-
rience (experience-centric)

Back stage와 Front stage를 포함, 서
비스가 전달되어지는 과정을 시각적으
로 나타낸 것 

fewer experience details, but more 
information about the processes 
(process-centric)

여정지도 준비하기

• 수집한 개별 자료를 정리하고, 자료를 여정지도를 통하여 정리

• Pain point를 분석하여 이슈를 도출하여 디자인 기회 포착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

여정지도 (Customer Journey Map) 작성

퍼소나 여정지도 만들기

3D 가상인물

주사위를 

올려 놓으세요!

이름 :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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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적의존적

긍정적

부정적

내향적

직관적신중함

감성적탐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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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services
Visualization

create empathy

User

practice

touchpoints

Insight

mapping

toolkit

business

designdesign

Customer Journeymap

technologytechnology

what?

what?

what?

how?

contact employees

design thinking

Persona

servicesservicesservices design philosophy chain
Scenarios

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

process

visualization

soclal sclence

social science

interview

experience

experlence

want

practice

co-created

confusing

Behavior
Support processSupport processSupport processSupport process

customer EthnographyEthnographyEthnographyEthnographyEthnography

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

Innovation

Focus on usingFocus on using
solve problemssolve problemssolve problems

imagineimagine

seek

Service Bluepoint Service Bluepoint Service Bluepoint Service Bluepoint 

planplan

makemake

more ideas

Line of interactionLine of interactionLine of interaction

Goal skill shareskill share

knowledgeknowledge

knowledgeknowledgeknowledge

issues

5회차
/ 수업목표

디자인기회 포착하여 구체적 문제 도출하기

아이디어 전개하기

/ 준비물

Persona 및 여정지도

아이디어 전개 보드 (화이드보드, 혹은 전지)

문구류: A4, 포스트잇, 색연필, 풀, 가위

학생용 템플릿 (해당페이지 인쇄하여 준비)

/ 수업흐름

수업 소개 (10분)

Persona 정의하기 (40분)

휴식 (10분)

여정지도와 Persona 통합하여 문제 분석하기 (50분)

휴식 (10분)

Issue Card 작성하기 (50분)

/ 수업준비

1. 여정지도 분석을 통한 구체적 문제 정의

- 팀원간 논의를 통한 프로젝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하부 문제 정의

2. 아이디어 전개

- 다양한 아이디어 발상법을 활용한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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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소나 준비하기

• 수집한 개별 자료를 정리하고, 자료를 여정지도를 통하여 정리

• Pain point를 분석하여 이슈를 도출하여 디자인 기회 포착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

용어 설명| Terminology

퍼소나란 실재하지 않지만 마치 실존인물처럼 느껴지도록 특정한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특성으로 만들어내는 인물이다.

실행 과정 | Step-by-Step 

Step 1. 선정한 주제질문과 키워드를 적는다.

Step 2. 그와 관련된 가상인물의 특성 그래프를 작성한다.

#참고: 성격유형검사 서비스를 활용한다.

Step 3. 특성을 문장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이때 필수 요소 4가지

(특성/상황/행동반응/원하는 것)를 고려하도록 한다.

목표와 기대효과 | Goal & Objectives

• 참여자 자신을 가상인물로 변환시켜 특정상황에 처한 실존인물처럼 만들어 보는 연습

• 팀원이 만든 다른 성향의 가상인물을 탐구하여 타인의 시선으로 주제를 바라보는 연습

• 인물을 통해서 주제를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몰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시간 | Time

90분

개별/팀 과제 | Individual/Team Project

개별/팀

준비물 | Preparation

가위, 풀, 프린터기, 스마트 기기(인터넷 가능)

교수자 준비물: 퍼소나 (Pers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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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1 가상인물 만들기

Creating Persona

프로그램활용) 16Personalities를 활용한 방사형 성격그래프 만들기

M2-2 가상인물 3D로 만들기

3D Persona

Ice breaking 게임) 가상인물 특성 정의하는 카드 게임 

혁신수용성/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 질문카드 8가지

인간관계 질문카드 8가지

구매행동 질문카드 8가지

성격유형 질문카드 8가지

개별 8가지 질문 카드에 돌아가면서 2가지씩 답하면서 

서로, 스스로의 성향을 파악한다.

목표와 기대효과| Goal & Objectives

• 참여자 자신을 가상인물로 변환시켜 특정상황에 처한 실존인물처럼 

만들어 보는 연습

• 팀원이 만든 다른 성향의 가상인물을 탐구하여 타인의 시선으로 주제를 

바라보는 연습

• 인물을 통해서 주제를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몰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시간 | Time

90분

개별/팀 과제 | Individual/Team Project

개별/팀

준비물 | Preparation

가위, 풀, 프린터기, 스마트 기기(인터넷 가능)

M2 가상인물 | Persona



42

Template

퍼소나 작성 가이드라인

M2 사용자 이해/ 퍼소나 만들기 (Persona)

이름 :

직업 : 

# 주제/키워드

도움말: 이슈카드에서 추출한 주제와 아이디어와 근간이 되는 키워드를 적습니다.

# 방사형 그래프로 특성 표현하기

# 퍼소나 서술하기

도움말: 위에서 파악한 퍼소나의 특성과 서비스에 대한 반응을 바탕으로 아래의 세부사항을 1~2문장씩 넣어 기술합니다. 되도록이면 현실감있게 흥미로운 사진을 넣어서 서술합니다.

# 서비스에 대한 반응 체크하기

도움말: 해당되는 칸에 구체적인 반응을 적습니다.

독립적의존적

긍정적

부정적

외향적/내향적

직관적

/ 충동적

자기주장형

/ 신중함

이성적/감성적계획적/탐색적

사진

실제 사진을 붙이는 것이 

퍼소나에 몰입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특징을 반영하는 이름

특성 원하는 것 서비스에 대한 행동/반응 서비스 사용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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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late

3D 퍼소나 만들기
도움말: 3D 퍼소나 만들기의 목적은 4-6개의 퍼소나 주사위를 한번에 게임판에 놓고 보면서 

통합적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입니다.

M2 사용자 이해/ 퍼소나 만들기 (Persona) # 원하는 것

# 서비스에 대한 행동/반응

독립적의존적

긍정적

부정적

# 서비스 사용 동기

# 주제 키워드 # 특징

이름:                      직업:

사진

실제 사진을 붙이는 것이 

퍼소나에 몰입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내향적

직관적충동적

개방적보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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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퍼소나 작성 가이드라인

M2 사용자 이해/ 퍼소나 만들기 (Persona)

이름 :

직업 : 

# 주제/키워드  도움말: 이슈카드에서 추출한 주제와 아이디어와 근간이 되는 키워드를 적습니다.

어떻게 하면 즐거운 여행계획을 세울수 있을까? 여행, 여가시간, 바쁜직장, 정보의 바다, 맛집, 즐거움, 스트레스

# 방사형 그래프로 특성 표현하기

# 퍼소나 서술하기

도움말: 위에서 파악한 퍼소나의 특성과 서비스에 대한 반응을 바탕으로 아래의 세부사항을 1~2문장씩 넣어 기술합니다. 되도록이면 현실감있게 흥미로운 사진을 넣어서 서술합니다.

# 서비스에 대한 반응 체크하기

도움말: 해당되는 칸에 구체적인 반응을 적습니다.

독립적의존적

긍정적

부정적

이성적
계획적

직관적충동적

개방적
모험적

보수적

사진

실제 사진을 붙이는 것이 

퍼소나에 몰입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송 호기심

5년차 상품기획자

송 호기심양은 야근이 잦아 개인 여가시간이 좀처럼 없는 30대 미혼 직장인이다. 그런 그녀에게 모처럼의 휴가가 찾아왔다.   - 서비스 사용동기1

직장에서 기획업무를 맡고있는 그녀는 개인 일정도 일처럼 꼼꼼히 계획을 세워야 직성이 풀린다.  - 방사형 그래프 특성1 이성적/계획적

하지만 이번 여행을 앞두고는 마침 새로운 시즌 상품 기획 발표 직후인지라 평소보다 배로 바빴다.  - 서비스 사용동기2

해외 경험이 많은 그녀는 남들이 하는 식의 사진찍고 이동하는 여행은 질색한다.  - 방사형 그래프 특성2 계방적/모험적

정신없이 일을 마감하고 퇴근시간을 보니 여행 전 날 저녁 12시이다. 아뿔싸, 짐도 못쌋는데..  - 서비스 사용동기3

블로그나 여행책자에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평소대로 훑어보고 일정을 계획할 시간이 도저히 나지를 않았다.  - 기본 서비스에 대한 행동/반응

평소의 성격대로라면 이미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계획을 짰을테지만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하지 찜찜한 기분이다.  - 방사형 그래프 특성1 이성적/계획적/사용동기

어떻게하면 그녀는 뻔하지 않으면서 흥미로운 여행을 무사히 떠날 수 있을까?  -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원하는 것(니즈)

남을 
따라하는것은 
No!
색다른 서비스 
Good!

특성 원하는 것 서비스에 대한 행동/반응 서비스 사용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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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3D 퍼소나 만들기
도움말: 3D 퍼소나 만들기의 목적은 4-6개의 퍼소나 주사위를 한번에 게임판에 놓고 보면서 

통합적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입니다.

M2 사용자 이해/ 퍼소나 만들기 (Persona) # 원하는 것

# 서비스에 대한 행동/반응

독립적의존적

긍정적

부정적

# 서비스 사용 동기

# 주제 키워드 # 특징

이름:                  직업:

사진

실제 사진을 붙이는 것이 

퍼소나에 몰입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남을 
따라하는것은 
No!
색다른 서비스 
Good!

이성적
계획적

직관적충동적

개방적
모험적

보수적

송 호기심 5년차 상품기획자

1) 모처럼 찾아온 휴가
2) 시즌 기획과 겹쳐 평소보다 

배로 바쁜 여행 전 일정
3) 짐 쌀 시간도 부족

모처럼 맞은 휴가. 즐거운 
여행계획 세우기.
여행/여가시간/바쁜직장/
정보의바다/맛집/즐거움/
스트레스

어떻게 하면 뻔하지 
않으면서 흥미로운 여행을
할 수 있을까?

관찰기록(이미지/스케치)와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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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X축에는 인물의 주사위를 올려놓고 Y축에는 여정의 단계를 적어줍니다.

• Step 2. 인물의 각 단계에 해당하는 감정/품질 어휘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입니다. 긍정은 녹색에 적고, 부정어휘는 적색에 적습니다.

• Step 3. 전부 붙인 포스트잇의 색상 중 붉은 색 어휘가 많이 보이는 단계가 가진 문제점의 원인 및 사용자의 니즈를 함께 토론합니다.

인물        
여정 사용 전 사용 중 1 사용 중 2 사용 후

A

B

C

D

M4-1 취약점 분석하기 | Analyzing Pain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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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2 취약점 정리하기 | Defining Pain Points

단계 단계별 행동 사용자 감정 사용자 관점으로 해석: 통찰 정의하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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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4-0 여정지도 통합하기 / Integrating Customer Journey Map

• M4-1 취약점 분석하기 / Analyzing Pain Points

• M4-2 이슈카드 만들기 / Issue Card

용어 설명 | Terminology

이슈카드란 통합한 여정지도에서 발견한 취약점을 분석한 후, 통찰을 정의하고 주요 

문제를  그것에서 핵심어를 뽑아내어 정리한 카드를 의미한다.

실행 과정 | Step-by-Step 

Step 1. 여정지도에서 Pain Point를 정리한다.

Step 2. '사용자 (퍼소나) 참고 + 니즈 + Self Diary등 사용자 관찰을 통한 흥미롭게 배운

점'을 조합하여 사용자 관점으로 해석하여 통찰을 정의합니다.

Step 3. 정의한 통찰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할 수 있을까?'의 핵심 질문을 만들어

냅니다.

목표와 기대효과 | Goal & Objectives

•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여정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 불만족스러운 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느 과정에서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지 알아내는 것이 이슈카드를 작성하는 

것의 목표이다.

• 이슈카드를 통해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시간 | Time

각 90분

개별/팀 과제 | Individual/Team Project

개별/팀

준비물 | Preparation

이슈카드, 펜, 프린터기

M4 이슈카드 | Issue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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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services
Visualization

create empathy

User

practice

touchpoints

Insight

mapping

toolkit

business

designdesign

Customer Journeymap

technologytechnology

what?

what?

what?

how?

contact employees

design thinking

Persona

servicesservicesservices design philosophy chain
Scenarios

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

process

visualization

soclal sclence

social science

interview

experience

experlence

want

practice

co-created

confusing

Behavior
Support processSupport processSupport processSupport process

customer EthnographyEthnographyEthnographyEthnographyEthnography

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

Innovation

Focus on usingFocus on using
solve problemssolve problemssolve problems

imagineimagine

seek

Service Bluepoint Service Bluepoint Service Bluepoint Service Bluepoint 

planplan

makemake

more ideas

Line of interactionLine of interactionLine of interaction

Goal skill shareskill share

knowledgeknowledge

knowledgeknowledgeknowledge

issues

6회차
/ 수업목표

아이디어 전개하기

/ 준비물

아이디어 전개 보드 (화이드보드, 혹은 전지)

문구류: A4, 포스트잇, 색연필, 풀, 가위

학생용 템플릿 (해당페이지 인쇄하여 준비)

/ 수업흐름

수업 소개 (10분)

이슈카드 발표하기 (40분)

휴식 (10분)

Thinking Hat으로 아이디어 내기 (1) (50분)

휴식 (10분)

Thinking Hat으로 아이디어 내기 (2) (50분)

/ 수업준비

1. 아이디어 전개

- 다양한 아이디어 발상법을 활용한 아이디어 

2. 아이디어 정리

- 도출한 아이디어를 유사성/관계성을 바탕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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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CARD TEMPLATE | KEYWORDS

통찰 정의하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을 부착하세요!

TIP. 서비스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활용합니다.

이슈카드 발표하기

• 선택한 주제에 가장 중요한 서비스 문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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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hats

팀원들 간에 다양한 시각에서 토론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6가지 관점의 생각모자를 쓰고 생각모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해 보는 방법.

주제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위한 방법.

목적 및 기대효과 | Objective and Goal

팀원들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자 할 때 사용 됨.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는 주제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음. 

내 의견이 아닌 모자의 관점으로 주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비판적인 토론을 

할 수 있음.

실행 방법

방법 1: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모자를 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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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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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야한다.

시간 | Time

60 ~ 90분 (수업시간 180분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토론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준다.)

개별/팀 과제 | Individual/Team Project

팀

준비물 | Preparation

모자(혹은 포스트잇에 붙여 옷에 붙이거나 목걸이로 

걸거나 뱃지 등을 활용해도 됨), 필기구(마커, 형광펜)

M5 아이디어 전개하기 | Ideation Method 1. 6 Thinking Hats

Facts Feeling Benefit

Cautious Creative Managem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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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late

M5 아이디어 전개하기 | Ideation Method 1. 6 Thinking Hats

thinking hats으로 아이디어 전개하기   도움말: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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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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services
Visualization

create empathy

User

practice

touchpoints

Insight

mapping

toolkit

business

designdesign

Customer Journeymap

technologytechnology

what?

what?

what?

how?

contact employees

design thinking

Persona

servicesservicesservices design philosophy chain
Scenarios

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

process

visualization

soclal sclence

social science

interview

experience

experlence

want

practice

co-created

confusing

Behavior
Support processSupport processSupport processSupport process

customer EthnographyEthnographyEthnographyEthnographyEthnography

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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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차
/ 수업목표

다른 방법으로 아이디어 전개하기

/ 준비물

정리된 아이디어 보드

문구류: A4, 포스트잇, 색연필, 풀, 가위

학생용 템플릿 (해당페이지 인쇄하여 준비)

/ 수업흐름

수업 소개 (10분)

9X9 Metrix 로 아이디어 내기 (1) (40분)

휴식 (10분)

9X9 Metrix 로 아이디어 내기 (2) (50분)

휴식 (10분)

발표 및 평가 (50분)

/ 수업준비

1. 서비스 청사진 구축하기

- 정리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서비스 청사진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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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X9 Metrix (Lotus blossom)

특정 주제에 대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자 할 때 아이디어를 확장하기 용이한 방법으로 한 가지 키워드를 9x9 칸의 가장 중간에 적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나머지 8개의 칸에 채워넣어 

확장시키는 방법.

목적 및 기대효과 | Objective and Goal

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확장시키기에 용이함.

많은 아이디어를 내기 좋음.

아이디어를 주제별로 확장시키기 때문에 주제 별 아이디어를 한눈에 볼 수 있음.

실행 방법

방법 1 : 메인 주제(Design challenge)를 9X9칸의 가장 중앙에 적는다.

방법 2 : 메인주제와 관련된 하위 주제들을 중앙칸의 주변에 적는다.

방법 3 : 하위주제들을 나머지 색깔 칸의 중간에 맞춰서 적는다.

방법 4 : 색깔칸의 주변으로 아이디어를 적는다.

시간 | Time

20~30분

개별/팀 과제 | Individual/Team Project

팀

준비물 | Preparation

9X9 칸으로 나눠진 종이 (A3), 펜.

M5 아이디어 전개하기 | Ideation Method 2. 9x9 metrics

핵심어8핵심어7핵심어6

핵심어5

핵심어1 핵심어2 핵심어3

핵심어4
DESIGN
CHAL-
LENGE

핵심어5

핵심어6 핵심어7 핵심어8

핵심어4

핵심어3핵심어2핵심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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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late

M5 아이디어 전개하기 | Ideation Method 1. 6 Thinking Hats

도움말: 진한 초록색 부분에 메인 키워드를 적은후 순서대로 채워나간다.

핵심어8핵심어7핵심어6

핵심어5

핵심어1 핵심어2 핵심어3

핵심어4
DESIGN
CHAL-
LENGE

핵심어5

핵심어6 핵심어7 핵심어8

핵심어4

핵심어3핵심어2핵심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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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차
/ 수업목표

발전시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선된 여정지도 구축하기

시나리오 초안 만들기

/ 준비물

정리된 아이디어 보드

문구류: A4, 포스트잇, 색연필, 풀, 가위

학생용 템플릿 (해당페이지 인쇄하여 준비)

/ 수업흐름

수업 소개 (10분)

Persona를 고려하여 개선된 여정지도 구축하기(1) (40분)

휴식 (10분)

Persona를 고려하여 개선된 여정지도 구축하기(2) (50분)

휴식 (10분)

시나리오 작성 (50분)

/ 수업준비

1. 서비스 청사진 구축하기

- 정리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서비스 청사진을 구축

2. 서비스 시나리오 초안 작성하기

- 최종 발표를 위한 시나리오 초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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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터치 포인트 배치하여 여정지도 다시 만들기

여정지도를 활용하여 서비스 프로토타이핑

• 선정한 주요 이슈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롭게 정의된 터치포인트를 

정의한다. 

• 모든 사용자 감정이 무조건 좋다고만 하는 

개념이 아니, 이전에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 

어떻게 개선 되었나를 중심으로, 원래 

여정지도와의 비교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개선된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장면을 중심으로 발표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3D 가상인물

주사위를 

올려 놓으세요!

주요 이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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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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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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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차
/ 수업목표

시나리오 구축 및 발표 자료 만들기

최종 발표 및 공유

/ 준비물

서비스 청사진

문구류: A4, 포스트잇, 색연필, 풀, 가위

학생용 템플릿 (해당페이지 인쇄하여 준비)

/ 수업흐름

수업 소개 (10분)

시나리오 구성 (40분)

휴식 (10분)

발표용 자료 제작(1) (50분)

휴식 (10분)

발표용 자료 제작(2) (50분)

/ 수업준비

1. 시나리오 구축하기

- 서비스디자인 진행자로서 자신에 대한 소개로 시작한다.

2. 발표자료 만들기

- UCC와 간단한 툴을 활용하여 주요 scene 기반 동영상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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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지도 준비하기

• 수집한 개별 자료를 정리하고, 자료를 여정지도를 통하여 정리

• Pain point를 분석하여 이슈를 도출하여 디자인 기회 포착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

용어 설명| Terminology

UCC란 User Created Contents의 줄임말로 사용자가 직접 제작 및 편집한 창작물을 

일컫는다. 본 과정에서는 UCC 동영상 제작을 통해 서비스 디자인을 손쉽고 직관적인 

결과물로 완성해 볼 수 있다. 

실행 과정 | Step-by-Step 

Step 1.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다운받는다. 

* 안드로이드/애플용 어플리케이션 1개씩 추천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나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대체 가능합니다.

Step 2. 앞서 작성한 블루프린트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Step 3. 작성한 시나리오가 서비스의 사용전,중,후에 어떻게 사용자의 행동과 환경/제품을 

개선하게 되었는지 보여질 수 있도록 수정한다. Step 4.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UCC 동영상을 제작한다.

목표와 기대효과| Goal & Objectives

• 서비스 디자인 개발 과정 중 영상으로 기록된 관찰 정보 및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 이야기 형식의 서비스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직관적으로 디자인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시간 | Time

120분

개별/팀 과제 | Individual/Team Project

팀

준비물 | Preparation

스마트폰 혹은 스마트 기기,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포스트잇, 관찰 기록 자료프, 스마트 기기

M7 결과물 제작 및 발표 |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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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1. 촬영 프레임을 선택할 수 있다.

2. 하나의 테마로 촬영한 각각의 짧은 영상을 여러 개 모아서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할 수 있다. 3초에 8컷을 권장한다. 

3. 음악을 선택하여 넣을 수 있다. 

M7 결과물 제작 및 발표 | Presentation Tool 1. 스냅무비(안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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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LINE 스냅무비는 30초 이내로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고 꾸밀 수 있는 동영상 촬영, 편집 어플리케이션입니다

1. 하나의 테마로 촬영한 각각의 짧은 영상을 여러 개 모아서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할 수 있다. 

2. 음악을 선택하여 넣을 수 있다. 

3. 비디오의 제목을 삽입할 수 있다.

M7 결과물 제작 및 발표 | Presentation Tool 2. 라인 스냅무비(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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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애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서 테마선택, 사진 필터 선택, 영상음악 삽입 및 텍스트 삽입이 자유롭다.

영상의 길이도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비해서 자유롭게 제작 가능하다.

M7 결과물 제작 및 발표 | Presentation Tool 3. imovie(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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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차
/ 수업목표

최종 발표 및 되돌아보기

/ 준비물

발표자료

워크북

/ 수업흐름

발표준비 소개 (10분)

발표(1) (40분)

휴식 (10분)

발표(2) (50분)

휴식 (10분)

평가 및 되돌아보기 (50분)

/ 수업준비

1. 발표 및 공유하기

- 필요한 경우 온라인 등을 통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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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극, UCC 제작

• 역할극: 페이퍼프로토타입 이나 소품을 활용한 역할극

• UCC: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실제 상황에서 제안하는 서비스가 어떻게 활용 될 수 있는가를 설명

최종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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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한 마을 서비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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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역추적 대상을 "염리동 소금길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만들어보았습니다.

이미지 키워드

M1 주제카드: 안전동네 만들기 

밤마다다니기 무서운 우리동네

치안
방범

어두운 골목
좁은 골목
무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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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소나 만들기 (Persona)

이름 :

직업 : 

# 주제/키워드

도움말: 이슈카드에서 추출한 주제와 아이디어와 근간이 되는 키워드를 적습니다.

# 방사형 그래프로 특성 표현하기

# 퍼소나 서술하기

도움말: 위에서 파악한 퍼소나의 특성과 서비스에 대한 반응을 바탕으로 아래의 세부사항을 1~2문장씩 넣어 기술합니다. 되도록이면 현실감있게 흥미로운 사진을 넣어서 서술합니다.

# 서비스에 대한 반응 체크하기

도움말: 해당되는 칸에 구체적인 반응을 적습니다.

독립적의존적

긍정적

부정적

외향적/내향적

직관적
/현실적

임걱정

1. 딸이 집에 오는 길이 무섭지 
않았음 좋겠다.

내가 나서서 무엇을 하기 
보다는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함.
(방관형)

평소 동네와 집 주변 좁고 
어두운 골목에 대해 불안한 
생각이 많았음.

치안, 방범, 어두운 골목, 좁은 골목, 무서운

내가 나서진 

못하겠고, 

누가 알아서 

해주면 좋겠어

주부

특성 원하는 것 서비스에 대한 행동/반응 서비스 사용 동기

외향적/내향적

직관적
/현실적

이성적/감성적계획적/탐색적

자기주장형
/신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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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퍼소나 만들기
도움말: 3D 퍼소나 만들기의 목적은 4-6개의 퍼소나 주사위를 한번에 게임판에 놓고 보면서 

통합적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입니다.

3D 퍼소나 만들기 | Creating 3D Persona # 원하는 것

# 서비스에 대한 행동/반응

# 서비스 사용 동기

# 주제 키워드

독립적의존적

긍정적

부정적

# 특징

이름:                      직업:

내향적

현실적신중함

감성적탐색적임걱정 주부

평소 동네와 집 주변 좁고 
어두운 골목에 대해 불안한 
생각이 많았음.

딸이 집에 오는 길이 
무섭지 않았음 좋겠다.

치안
방범

어두운 골목
좁은 골목
무서운

내가 나서진 

못하겠고, 

누가 알아서 

해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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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사용 전 사용 중 사용 후

골목길 진입 전 골목길 진입 중 골목길 진입 후

관찰기록
(이미지 /

노트)

퍼소나 여정지도 만들기 | Customer Journey Map 

3D 가상인물

주사위를 

올려 놓으세요!

# 주제/키워드

사
용

자
 이

해
터

치
포

인
트

사
용

자
 감

정
곡

선이름 :

직업 : 

임걱정

치안, 방범, 어두운 골목, 좁은 골목, 무서운

항상 밤마다 딸의 귀갓길이 것정됨.
얼마전 이사온 터라 동네 지리도 잘 모르고, 핸드폰도 배터리가 없어서인지 꺼져있다는 신호만..
아까 동네어귀에 가로등 불이 깜빡이던 걸 발견.
골목골목 굽이지고 어두움.

전학온지 얼마안된 딸의 하굣길. 
밤늦게 다니니 더 걱정되네.

귀가시간이 지나 딸의 핸드폰으로 
전화해보니 핸드폰은 꺼져있다.

핸드폰(연락두절) 가로등

갈랫길

동행인 부재

저녁에 퇴근길에 동네 가로등이 
불이 꺼져있는걸 봤던 기억이..

골목도 좁고 갈랫길이라..이사온지 
얼마 되지않아 길찾기도 어려울텐데

아직 전학온지 얼마되지않아 친한 친구도 
없고 혼자 돌아올 딸 생각에 발만 동동

띵똥 소리에 문열고 달려나가니 
길을 헤매다 들어온 딸 도착

골목길에 술취한 아저씨때문에 돌아오다가 
길을 잃었다는 딸의 얘기를 전해들음

주부
내향적

현실적신중함

감성적탐색적

독립적의존적

긍정적

부정적

제품

환경(공간)

서비스

# 터치포인트 표현하기

도움말: 나운프로젝트(https://thenounproject.com)에서 유/무료로 필요한 명사를 검색하여 해당하는 아이콘을 png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은 영어/한글 가능하지만 영어로 검색할 때 더 많은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사용자 관찰/기록하기

도움말: 여정지도에서 퍼소나의 하루를 생각하여 행동들을 적어본다. 그것에 부합하는 사용자 행태 이미지를 인터넷이나 

본인이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출력하여 붙여놓으면 여정지도의 painpoint를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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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소나 만들기 (Persona)

이름 :

직업 : 

# 주제/키워드

도움말: 이슈카드에서 추출한 주제와 아이디어와 근간이 되는 키워드를 적습니다.

# 방사형 그래프로 특성 표현하기

# 퍼소나 서술하기

도움말: 위에서 파악한 퍼소나의 특성과 서비스에 대한 반응을 바탕으로 아래의 세부사항을 1~2문장씩 넣어 기술합니다. 되도록이면 현실감있게 흥미로운 사진을 넣어서 서술합니다.

# 서비스에 대한 반응 체크하기

도움말: 해당되는 칸에 구체적인 반응을 적습니다.

독립적의존적

긍정적

부정적

두발로

실 생활 속에서 건강도 
지키고, 돈도 절약하며 간단한 
운동이라도 하고 싶음.

무슨일이 생기면 
내가 먼저 나서는 
슈퍼맨같은(약간 오지랖넓은?)
스타일. 
긍정주의

치안, 방범, 어두운 골목, 좁은 골목, 무서운

헬스장 등록할 

돈없어도 건강을 

위해 맨손체조라도 

해야지!

택배기사

특성 원하는 것 서비스에 대한 행동/반응 서비스 사용 동기

외향적/내향적

직관적
/현실적

외향적/내향적

직관적
/현실적

이성적/감성적계획적/탐색적

자기주장형
/신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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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퍼소나 만들기
도움말: 3D 퍼소나 만들기의 목적은 4-6개의 퍼소나 주사위를 한번에 게임판에 놓고 보면서 

통합적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입니다.

3D 퍼소나 만들기 | Creating 3D Persona # 원하는 것

# 서비스에 대한 행동/반응

# 서비스 사용 동기

# 주제 키워드

독립적의존적

긍정적

부정적

# 특징

이름:                    직업:두발로    택배기사

외향적/내향적

직관적

/현실적

외향적/내향적

직관적

/현실적

이성적/감성적계획적/탐색적

자기주장형

/신중함

실 생활 속에서 건강도 
지키고, 돈도 절약하며 
간단한 운동이라도 하고 
싶음.

치안
방범

어두운 골목
좁은 골목
무서운

헬스장 등록할 

돈없어도 건강을 

위해 맨손체조라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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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사용 전 사용 중 사용 후

골목길 진입 전 골목길 진입 중 골목길 진입 후

관찰기록
(이미지 /

노트)

퍼소나 여정지도 만들기 | Customer Journey Map 

# 주제/키워드

사
용

자
 이

해
터

치
포

인
트

사
용

자
 감

정
곡

선

이름 :

직업 : 

두발로

치안, 방범, 어두운 골목, 좁은 골목, 무서운

요즘 택배물량이 많아지니 
허리가 아프네..

허리가 나아지려면
운동이라도 해야겠어!

약수터는 운동기구에 다 녹이 
쓸어서 사용하지도 못하네..

헬스장은 등록비가 너무 비싸..

동네 골목골목 걷기 운동이라도 
해야지..

동네 골목길이 너무 어둡고 좁네

지나가던 여고생이 내가 무서워 길을 
돌아가니 동네 산책도 무리가 있네..

운동할 곳도 마땅치 않고, 
동네도 맘대로 못돌고..에휴..

약수터

골목길

골목길

가로등 조도
여고생

택배기사

독립적의존적

긍정적

부정적

동네 골목길이 너무 어둡고 좁네동네 골목길이 너무 어둡고 좁네

가로등 조도가로등 조도 제품

환경(공간)

서비스

외향적/내향적

직관적

/현실적

외향적/내향적

직관적
/현실적

이성적/감성적계획적/탐색적

자기주장형

/신중함

운동할 곳이 마땅치 않음. 동네 주민인데도 서로 
무서워서 의심하고 
피해다님.

# 터치포인트 표현하기

도움말: 나운프로젝트(https://thenounproject.com)에서 유/무료로 필요한 명사를 검색하여 해당하는 아이콘을 png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은 영어/한글 가능하지만 영어로 검색할 때 더 많은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사용자 관찰/기록하기

도움말: 여정지도에서 퍼소나의 하루를 생각하여 행동들을 적어본다. 그것에 부합하는 사용자 행태 이미지를 인터넷이나 

본인이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출력하여 붙여놓으면 여정지도의 painpoint를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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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사용 전 사용 중 사용 후

골목길 진입 전 골목길 진입 중 골목길 진입 후

관찰기록
(이미지 /

노트)

퍼소나 여정지도 만들기 | Customer Journey Map 

# 주제/키워드

사
용

자
 이

해
터

치
포

인
트

사
용

자
 감

정
곡

선

이름 :

직업 : 

두발로

치안, 방범, 어두운 골목, 좁은 골목, 무서운

요즘 택배물량이 
많아지니 허리가 
아프네..

허리가 
나아지려면
운동이라도 
해야겠어!

약수터는 운동기구에 
다 녹이 쓸어서 
사용하지도 못하네..

헬스장은 등록비가 
너무 비싸..

동네 골목골목 걷기 운동이라도 
해야지..

동네 골목길이 너무 
어둡고 좁네 운동할 곳도 마땅치 않고, 

동네도 맘대로 못돌고..에휴..

약수터

골목길

골목길

가로등 조도
여고생

택배기사

동네 골목길이 너무 동네 골목길이 너무 
어둡고 좁네어둡고 좁네

가로등 조도가로등 조도 제품

환경(공간)

서비스

동네 골목길이 너무 

- 운동할 곳이 마땅치 않음.

- 딸이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이 어둡고 골목이 많아 불안함

- 동네 주민인데도 
서로 무서워서 의심하고 
피해다님.

3D 가상인물

주사위를 

올려 놓으세요!

이름 :

직업 : 

임걱정

주부

전학온지 얼마안된 
딸의 하굣길. 
밤늦게 다니니 더 
걱정되네.

귀가시간이 지나 딸의 
핸드폰으로 전화해보니 
핸드폰은 꺼져있다.

핸드폰(연락두절) 가로등

갈랫길

동행인 부재

저녁에 퇴근길에 동네 
가로등이 불이 꺼져있는걸 
봤던 기억이..

골목도 좁고 갈랫길이라..
이사온지 얼마 되지않아 
길찾기도 어려울텐데

아직 전학온지 얼마되지않아 
친한 친구도 없고 혼자 돌아올 
딸 생각에 발만 동동

띵똥 소리에 문열고 달려나가니 
길을 헤매다 들어온 딸 도착

골목길에 술취한 
아저씨때문에 돌아오다가 
길을 잃었다는 딸의 얘기를 
전해들음

요즘 택배물량이 요즘 택배물량이 
많아지니 허리가 많아지니 허리가 

지나가던 여고생이 내가 
무서워 길을 돌아가니 동네 
산책도 무리가 있네..

# 터치포인트 표현하기

도움말: 나운프로젝트(https://thenounproject.com)에서 유/무료로 필요한 명사를 검색하여 해당하는 아이콘을 png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은 영어/한글 가능하지만 영어로 검색할 때 더 많은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사용자 관찰/기록하기

도움말: 여정지도에서 퍼소나의 하루를 생각하여 행동들을 적어본다. 그것에 부합하는 사용자 행태 이미지를 인터넷이나 

본인이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출력하여 붙여놓으면 여정지도의 painpoint를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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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카드 만들기

서비스

전체적으로 길찾기가 쉽지 않으며,

동네 산책을 하려고 해도 불편함이 많음.

환경/공간

어두움

골목길 좁음막다른길

갈랫길

제품

벽/대문

오래되고 녹슴

(사람이 살지 
않는 집 같음)

사람

귀가길

학생

동네 사람들

배달원

좁고 막다른 골목
길도 불편

주민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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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전개하기 | Ideation

thinking hats으로 아이디어 전개하기  

도움말: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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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부시지 않는 한 좁은, 막다

른 골목길 등은 물리적으로 해결 

불가능

좁고 복잡한 골목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navigation 혹은 동네 

map 설치?

골목인식표를 만들어 현재 지나

가고 있는 위치파익이 잘 될 수 

있도록… (네비역할가능)

골목에서 서로 사람들이 만나기

를 꺼려함. 범죄위험

동네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동네환경개선사업을 시행.

길안내 해준다면서 집으로 끌고

가면 무서워…

동네 출입 ID 카드?

가로수에 대한 관리가 없음. 사람들이 운동을 하러 헬스장에 가

는것이 아닌 내 집 앞 골목에 많이 

나와서 골목에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함.

가로수 등 관리담당구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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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체 동네분위기 개선사업을 동

네주민들의 자발참여를 통해 이

루어 지면 좋을 듯.

골목마다 위치인식표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

지도나 네비를 보면서 길을 걷다

가 더 위험할수도… 집을 이용해

서 간이치안센터를 만들어볼까?

동네사람들 간 서로 협력을 통한 

무엇을 하면 좋겠다.

동네 자체를 활용해서 운동장소

를 만들면 어떨까?

자원봉사

지킴이집

골목인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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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제품

기타/운동증진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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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services
Visualization

create empathy

User

practice

touchpoints

Insight

mapping

toolkit

business

designdesign

Customer Journeymap

technologytechnology

what?

what?

what?

how?

contact employees

design thinking

Persona

servicesservicesservices design philosophy chain
Scenarios

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

process

visualization

soclal sclence

social science

interview

experience

experlence

want

practice

co-created

confusing

Behavior
Support processSupport processSupport processSupport process

customer EthnographyEthnographyEthnographyEthnographyEthnography

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

Innovation

Focus on usingFocus on using
solve problemssolve problemssolve problems

imagineimagine

seek

Service Bluepoint Service Bluepoint Service Bluepoint Service Bluepoint 

planplan

makemake

more ideas

Line of interactionLine of interactionLine of interaction

Goal skill shareskill share

knowledgeknowledge

knowledgeknowledgeknowledge

issues

서비스디자인 
사례모음

2. 대중교통 서비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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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이미지/질문 (뒤) 신문 기사 발췌

M1 주제카드: 교통/택시

어떻게 더 택시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까? "택시 삼진아웃제, 승차거부 못 막아요"

지난 5일 밤 홍대입구역 인근. 자정이 가까워오자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시민들이 손을 뻗어 흔들고, 자리를 조금씩 앞으로 

옮겼지만 택시는 쉬 잡히지 않았다. 택시는 멈췄다가 

행선지를 듣고 이동하고 다시 멈추기를 반복했다. 

직장인 김ㅇㅇ씨(30)는 "정부가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택시 잡기가 여전히 힘들다"고 토로했다. 

- 안전

- 교통

- 택시합승

- 승차거부

- 불법택시

- 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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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소나 만들기 (Persona)

이름 :

직업 : 

# 주제/키워드

도움말: 이슈카드에서 추출한 주제와 아이디어와 근간이 되는 키워드를 적습니다.

# 방사형 그래프로 특성 표현하기

# 퍼소나 서술하기

도움말: 위에서 파악한 퍼소나의 특성과 서비스에 대한 반응을 바탕으로 아래의 세부사항을 1~2문장씩 넣어 기술합니다. 되도록이면 현실감있게 흥미로운 사진을 넣어서 서술합니다.

# 서비스에 대한 반응 체크하기

도움말: 해당되는 칸에 구체적인 반응을 적습니다.

독립적의존적

긍정적

부정적

외향적/내향적

직관적
/현실적

조소심

조 소심양은 모처럼 저녁 약속을 나가게 되었다. 경제적인 이유로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막차 시간 때문에 오래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  - 서비스 사용동기 1

시간이 되었지만 모처럼의 즐거운 모임이어서 좀 더 있고 싶어졌다. 급히 다른 노선에서 더 늦게 오는 차가 있는지 찾아본다.  - 방사형 그래프 특성 1. 직관적,탐색적

결국 아슬아슬하게 막차를 놓쳤다… 누군가 데리러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닌 듯 하고, 택시를 타야 할 것 같다.  - 서비스 사용동기 2

평소에 대중교통만 이용하기 때문에, 택시를 잡는 일이 낯설기도 하고 늦은 시간이라 조금 걱정이 된다.  - 기본 서비스에 대한 행동/반응

어떻게 하면 그녀는 무사히 택시를 차고 집에 도착할 수 있을까?  -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원하는 것(니즈)

안전,교통,택시합승,불법택시,승차거부,콜택시

걱정이 조금 

많은 편. 

나만의 요령을 

찾아보자.

대학원생

특성 원하는 것 서비스에 대한 행동/반응 서비스 사용 동기

외향적/내향적

직관적
/현실적

이성적/감성적계획적/탐색적

자기주장형
/신중함

어떻게 더 택시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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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퍼소나 만들기
도움말: 3D 퍼소나 만들기의 목적은 4-6개의 퍼소나 주사위를 한번에 게임판에 놓고 보면서 

통합적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입니다.

3D 퍼소나 만들기 | Creating 3D Persona 
# 원하는 것

# 서비스에 대한 행동/반응

# 서비스 사용 동기

# 주제 키워드

독립적의존적

긍정적

부정적

# 특징

이름:                     직업:조소심 대학원생

어떻게 하면 무사히 
택시를 차고 집에 도착할 
수 있을까??

1)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 
2) 막차를 놓쳐서 기존 
방법을 이용할 수 없다.
3) 누군가 데리러 올 수 없고, 
택시밖에 수단이 없다

어떻게 더 택시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까?     
안전,교통,택시합승,
불법택시,승차거부,
콜택시

외향적/내향적

직관적
/현실적

외향적/내향적

직관적
/현실적

이성적/감성적계획적/탐색적

자기주장형
/신중함

걱정이 조금 

많은 편. 

나만의 요령을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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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사용 전(2단계) 사용 중(5단계) 사용 후(3단계)

(택시를 타러 이동) (택시잡기)           (목적지로 이동)             (도착) (도착 이후)

터치
포인트

 

관찰기록
(이미지 /

노트)

- 택시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이동한다. 낮에 봐둔 정류장 간판이 
있다. 

- 그런데 이미 그 근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 줄 
서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쉽지 않다.

- 기다리다 포기하고, 사람이 뜸한 곳까지 걸어가 겨우 택시를 잡았다. 

- 타기 전에 목적지를 먼저 물어보고 탔다. 기사아저씨가 승낙은 하셨는데 왠지 
싫어하시는 것 같다.

- 가족들이 걱정할 것 같다. 혹시나 하는 걱정도 되고, 집에 전화해서 택시를 
무사히 탔고 언제 도착할지를 알렸다. 

- 기사아저씨와 수다를 떨었다. 재밌는 얘깃거리가 많았다.

- 동네 근처에서부터는 길이 복잡해서 계속 길을 안내했다. 
말할 타이밍을 놓치거나 잘못 알려드릴까봐 계속 신경이 쓰였다.

- 목적지(집 근처)에 도착했다.

- 요금을 내는데, 심야 시간대라 
비싸게 나왔다. 현금이 부족해서
카드로 결제했다.

- 집에 들어오고 긴장이 풀렸다.

퍼소나 여정지도 만들기 | Customer Journey Map 

# 주제/키워드

사
용

자
 이

해
서

비
스

 제
공

사
용

자
 감

정
곡

선이름 :

직업 : 

조소심

어떻게 더 택시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까?   안전,교통,택시합승,불법택시,승차거부,콜택시

택시타러 가는 길

혼잡한 정류장

한참 떨어진 곳으로 이동. 
겨우잡음

목적지 말하기

가족에게 연락

이동 중 대화

길 안내

목적지 도착

요금 결제
도착 후대학원생

독립적의존적

긍정적

부정적

사람에 치여 택시를 잘 못잡고 결국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잡는 상황

정류장 간판

외향적/내향적

직관적
/현실적

외향적/내향적

직관적
/현실적

이성적/감성적계획적/탐색적

자기주장형
/신중함

? ! ? !

# 터치포인트 표현하기

도움말: 나운프로젝트(https://thenounproject.com)에서 유/무료로 필요한 명사를 검색하여 해당하는 아이콘을 png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은 영어/한글 가능하지만 영어로 검색할 때 더 많은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사용자 관찰/기록하기

도움말: 여정지도에서 퍼소나의 하루를 생각하여 행동들을 적어본다. 그것에 부합하는 사용자 행태 이미지를 인터넷이나 

본인이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출력하여 붙여놓으면 여정지도의 painpoint를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83

퍼소나 만들기 (Persona)

이름 :

직업 : 

# 주제/키워드

도움말: 이슈카드에서 추출한 주제와 아이디어와 근간이 되는 키워드를 적습니다.

# 방사형 그래프로 특성 표현하기

# 퍼소나 서술하기

도움말: 위에서 파악한 퍼소나의 특성과 서비스에 대한 반응을 바탕으로 아래의 세부사항을 1~2문장씩 넣어 기술합니다. 되도록이면 현실감있게 흥미로운 사진을 넣어서 서술합니다.

# 서비스에 대한 반응 체크하기

도움말: 해당되는 칸에 구체적인 반응을 적습니다.

독립적의존적

긍정적

부정적

외향적/내향적

직관적
/현실적

김모범

김 모범씨는 시간 낭비를 싫어해서 돈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빠르고 효율적인 것을 좋아한다.  -> 방사형 그래프 특성 1. 현실적,이성적

요즘 회식이 잦아서 밤 늦게 집에 오는 경우가 많다. 오늘도 회식이 있는데, 술을 마시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갈 수 없다.  -> 서비스 사용동기

콜택시를 부르는 것이 편리해서 자주 이용하고 있다. 예전에 네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잘 못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가 거의 없는 것 같다.   -> 기본 서비스에 대한 행동/반응

콜택시 전화번호를 저장해놓고, 회식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주소를 미리 확인해두었다.  -> 방사형 그래프 특성 2. 계획적

기존 콜택시로도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까?  ->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원하는 것(니즈)     

안전,교통,택시합승,불법택시,승차거부,콜택시

좋은게 좋은거다. 

없는 것 보다 낫다.

10년차 직장인(사무직)

특성 원하는 것 서비스에 대한 행동/반응 서비스 사용 동기

외향적/내향적

/현실적

이성적/감성적계획적/탐색적

자기주장형
/신중함

어떻게 더 택시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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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퍼소나 만들기
도움말: 3D 퍼소나 만들기의 목적은 4-6개의 퍼소나 주사위를 한번에 게임판에 놓고 보면서 

통합적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입니다.

3D 퍼소나 만들기 | Creating 3D Persona 
# 원하는 것

# 서비스에 대한 행동/반응

# 서비스 사용 동기

# 주제 키워드

독립적의존적

긍정적

부정적

# 특징

이름:                     직업:김모범 사무직

어떻게 하면 무사히 
택시를 차고 집에 도착할 
수 있을까??

회식이 잦아서 밤 늦게 
집에 오는 경우가 많다. 술을 
마시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갈 수 없다. 

어떻게 더 택시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까?     
안전,교통,택시합승,
불법택시,승차거부,
콜택시

외향적/내향적

직관적
/현실적

외향적/내향적

직관적
/현실적

이성적/감성적계획적/탐색적

자기주장형
/신중함

좋은게 좋은거다. 

없는 것 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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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사용 전(2단계) 사용 중(5단계) 사용 후(3단계)

(콜택시 부르기) (택시타기)           (목적지로 이동)             (도착) (도착 이후)

터치
포인트

관찰기록
(이미지 /

노트)

퍼소나 여정지도 만들기 | Customer Journey Map 

# 주제/키워드

사
용

자
 이

해
서

비
스

 제
공

사
용

자
 감

정
곡

선

이름 :

직업 : 

김모범

어떻게 더 택시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까?   안전,교통,택시합승,불법택시,승차거부,콜택시

주소 파악해두기

콜택시에 전화

콜택시 도착 전화 받음

택시 탑승

목적지 말하기

이동중 경로확인

집 근처 길 알려주기

목적지 도착

요금 결제
도착 후사무직

독립적의존적

긍정적

부정적

예약

- 예약이라고 써있는 택시가 있다. 저 택시인 것 같아 타면서 확인한다.

- 목적지를 말한다.

- 이동 중에 길이 항상 다니던 경로가 아니어서 기사아저씨에게 물어 확인한다. 
지름길이라고 하지만 낯설어서 신경 쓰인다.

- 동네에 들어서부터 세세한 길을 계속 알려드렸다.

- 집 앞에 잘 도착했다.

- 콜택시 부를 것을 생각하고 현재 
위치한 곳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해 
둔다. 앱을 사용하거나 주변에 물어
본다. 

- 콜택시에 전화한다. 정확한 시간과
주소를 알려준다.

- 택시가 도착하면 전화가 오고 바로
나가면 딱 맞다.

- 요금을 냈다. 평소 나오는 대로 예상
대로 나왔다.

- 편하게 잘 온 것 같다.

야간에 콜택시 이용 경험

외향적/내향적

직관적

/현실적

외향적/내향적

직관적

/현실적

이성적/감성적계획적/탐색적

자기주장형

/신중함

? ! ? !

# 터치포인트 표현하기

도움말: 나운프로젝트(https://thenounproject.com)에서 유/무료로 필요한 명사를 검색하여 해당하는 아이콘을 png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은 영어/한글 가능하지만 영어로 검색할 때 더 많은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사용자 관찰/기록하기

도움말: 여정지도에서 퍼소나의 하루를 생각하여 행동들을 적어본다. 그것에 부합하는 사용자 행태 이미지를 인터넷이나 

본인이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출력하여 붙여놓으면 여정지도의 painpoint를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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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사용 전(2단계) 사용 중(5단계) 사용 후(3단계)

(택시를 타기 전) (도착 후)

터치
포인트

관찰기록
(이미지 /

노트)

여정지도 통합하기 | Integrating Customer Journey Map 

# 주제/키워드

사
용

자
 이

해
서

비
스

 제
공

사
용

자
 감

정
곡

선

이름 :

직업 : 

김모범

어떻게 더 택시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까?   안전,교통,택시합승,불법택시,승차거부,콜택시

콜택시에 전화

콜택시 도착 전화 받음

택시 탑승

목적지 말하기

이동중 경로확인 집 근처 길 알려주기

목적지 도착

요금 결제 도착 후

사무직

이름 :

직업 : 

조소심

대학원생

택시타러 
가는 길

혼잡한 정류장 한참 떨어진 
곳으로 이동. 
겨우잡음

목적지 말하기

가족에게 연락

이동 중 대화

길 안내
목적지 도착

요금 결제
도착 후

주소
파악해두기

(택시잡기)  (목적지 말하기)  (목적지로 이동 중)  (도착)    (결제)

# 터치포인트 표현하기

도움말: 나운프로젝트(https://thenounproject.com)에서 유/무료로 필요한 명사를 검색하여 해당하는 아이콘을 png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은 영어/한글 가능하지만 영어로 검색할 때 더 많은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사용자 관찰/기록하기

도움말: 여정지도에서 퍼소나의 하루를 생각하여 행동들을 적어본다. 그것에 부합하는 사용자 행태 이미지를 인터넷이나 

본인이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출력하여 붙여놓으면 여정지도의 painpoint를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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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사용 전(2단계) 사용 중(5단계) 사용 후(3단계)

(택시를 타기 전) (도착 후)

통합된 여정지도를 통한 Painpoint 분석

# 주제/키워드

사
용

자
 이

해
서

비
스

 제
공

사
용

자
 감

정
곡

선

어떻게 더 택시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까?   안전,교통,택시합승,불법택시,승차거부,콜택시

통합된 여정지도를 보고Painpoint를 정리한다. 단계 별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포스트 잇에 각자 적어서 붙인다.

콜택시에 전화

콜택시 도착 전화 받음

택시 탑승

목적지 말하기

이동중 경로확인 집 근처 길 알려주기

목적지 도착

요금 결제 도착 후
택시타러 
가는 길

혼잡한 정류장 한참 떨어진 
곳으로 이동. 
겨우잡음

목적지 말하기

가족에게 연락

이동 중 대화

길 안내
목적지 도착

요금 결제
도착 후

주소
파악해두기

(택시잡기)  (목적지 말하기)  (목적지로 이동 중)  (도착)    (결제)

이름 :

직업 : 

김모범

사무직

이름 :

직업 : 

조소심

대학원생

# 터치포인트 표현하기

도움말: 나운프로젝트(https://thenounproject.com)에서 유/무료로 필요한 명사를 검색하여 해당하는 아이콘을 png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은 영어/한글 가능하지만 영어로 검색할 때 더 많은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사용자 관찰/기록하기

도움말: 여정지도에서 퍼소나의 하루를 생각하여 행동들을 적어본다. 그것에 부합하는 사용자 행태 이미지를 인터넷이나 

본인이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출력하여 붙여놓으면 여정지도의 painpoint를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택시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

택시가 정확히 찾아올 수 
있도록 주소를 알아두는게 
귀찮다.

막연히 택시를 
기다리려니 걱정된다.

목적지를 말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다.

택시 기사의 경로를 
믿지 못하겠다.

결제를 하는 과정이 
불편하다.

택시기사에게 
피드백을 하고 싶다.

목적지에 따른 
승차거부 문제가 있다.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

길 안내 하기가 
복잡하다.

요금 예측을 잘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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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여정지도를 통한 Painpoint 분석

• 앞에서 나온 painpoint를 비슷한 것끼리 묶는다. 

• 각각의 이슈를 "어떻게하면 ~할 수 있을까?"로 바꾸어 이슈카드를 만든다. (다른 색의 포스트 잇에 적는다.)

택시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

택시가 정확히 찾아올 수 
있도록 주소를 알아두는게 
귀찮다.

어떻게 하면 
택시기사와 승객이 쉽게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적지를 
편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택시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택시기사와 
경로에 대해 더 쉽게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을까?

추후에 어떻게 하면 
피드백을 전달할 수 
있을까?

막연히 택시를 
기다리려니 걱정된다.

목적지를 말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다.

택시 기사의 경로를 
믿지 못하겠다.

결제를 하는 과정이 
불편하다.

택시기사에게 
피드백을 하고 싶다.

목적지에 따른 승차거부 
문제가 있다.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

길 안내 하기가 
복잡하다.

요금 예측을 잘 
못하겠다.

이용후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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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에이션 | Ideation

요금에 
대한 선정
보 제공

결제방법

피드백을 
위한 택시
정보 필요

친절 요금문제

피드백
경로에 
대한 

신뢰도

거리에 따
른 요금을 

DB화

기사가 
먼저 요금 

제시

요금을 
먼저 합의

전체 택시
요금 

빅데이터
요금예측

요금
계산기

택시
기사와 

승객연결
목적지

택시 
정보파악

길안내
택시

서비스
요금예측

피드백 결제방법

길안내

차량번호 기사정보
이전의
평가

(피드백)

예상
도착시간

택시
정보 파악

보호자에게 
정보 전달 

쉽게

택시정보
QR코드

타기 전에 
목적지 

확인 가능

SNS로
상의

기사가 
승객을 
선택

목적지
택시

기사와 
승객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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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services
Visualization

create empathy

User

practice

touchpoints

Insight

mapping

toolkit

business

designdesign

Customer Journeymap

technologytechnology

what?

what?

what?

how?

contact employees

design thinking

Persona

servicesservicesservices design philosophy chain
Scenarios

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Storyboards

process

visualization

soclal sclence

social science

interview

experience

experlence

want

practice

co-created

confusing

Behavior
Support processSupport processSupport process

customer EthnographyEthnographyEthnographyEthnographyEthnography

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Value Proposition

Innovation

Focus on usingFocus on using
solve problemssolve problemssolve problems

imagineimagine

seek

Service Bluepoint Service Bluepoint Service Bluepoint Service Bluepoint 

planplan

makemake

more ideas

Line of interactionLine of interactionLine of interaction

Goal skill shareskill share

knowledgeknowledge

knowledgeknowledgeknowledge

issues

서비스디자인 
사례모음

3. 여행 서비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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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이미지/질문 (뒤) 키워드

M1 주제카드: Subject Card 

모처럼의 휴가, 어떻게 하면 즐거운 나만의 
여행으로 만들 수 있을까?

교통
멋집/맛집/숙소

개인 맞춤
일정
사진

여행A. 키워드제안

125mm

17
5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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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1 가상인물 만들기 | Creating Persona 

이름 :

직업 : 

# 주제/키워드

# 퍼소나의 특성 (http://www.16personalities.com)

# 퍼소나 서술하기

도움말: 위에서 파악한 퍼소나의 특성과 서비스에 대한 반응을 바탕으로 아래의 세부사항을 1~2문장씩 넣어 기술합니다. 되도록이면 현실감있게 흥미로운 사진을 넣어서 서술합니다.

# 서비스에 대한 반응 체크하기

도움말: 해당되는 칸에 구체적인 반응을 적습니다.

독립적의존적

긍정적

부정적

송호기심

송 호기심양은 야근이 잦아 개인 여가시간이 좀처럼 없는 30대 미혼 직장인이다. 그런 그녀에게 모처럼의 휴가가 찾아왔다.  - 상황 1/ 서비스 사용동기 

직장에서 기획업무를 맡고있는 그녀는 개인 일정도 일처럼 꼼꼼히 계획을 세워야 직성이 풀린다.  - 퍼소나 특성

하지만 이번 여행을 앞두고서는 마침 새로운 시즌 상품 기획 발표 직후인지라 평소보다 배로 바빴다.  - 상황 2/ 서비스 사용동기 

해외 경험이 많은 그녀는 남들이 하는 식의 사진 찍고 이동하는 식의 여행은 질색한다.  - 퍼소나 특성

정신없이 일을 마감하고 퇴근시간을 보니 여행 전 날 저녁 12시이다. 아뿔싸, 짐도 못 쌌는데…  - 상황 3/ 서비스 사용동기 

블로그나 여행책자에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평소대로 훑어보고 일정을 계획할 시간이 도저히 나지를 않았다.  - 상황 4/ 서비스 사용동기 

평소의 성격대로라면 이미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계획을 짰을 테지만  - 퍼소나 특성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하니 찜찜한 기분이다.  - 상황 5/ 서비스 사용동기

어떻게 하면 그녀는 뻔하지 않으면서 흥미로운 여행을 무사히 떠날 수 있을까?  - 원하는 것(니즈)

일정, 맛,멋집, 숙소, 개인 맞춤, 교통, 사진 

남을 따라 하는것은 

NO! 

색다른 경험

GOOD!

상품기획자

퍼소나 특성 | Characteristic 상황 | Context  서비스 사용 동기 유발 요인 행동/반응 | Behavior &  Reaction  상황 혹은 서비스와 관계된 퍼소나의 행동 및 반응 원하는 것 | Needs  현 상황에서 새롭게 원하는 것

모처럼의 휴가, 어떻게 하면 즐거운 나만의 여행으로 만들 수 있을까?

"재기 발랄한 활동가" (ENFP-A)

-     마음 -    

-     에너지 -   

-     본성 -   

-     전술 -   

-     자아 -   

37%외향형 내향형

현실주의형

원칙주의형

탐색형

신중형

직관형

이성적사고형

계획형

자기주장형

61%

36%

4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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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퍼소나 만들기
도움말: 3D 퍼소나 만들기의 목적은 4-6개의 퍼소나 주사위를 한번에 게임판에 놓고 보면서 

통합적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입니다.

3D 퍼소나 만들기 | Creating 3D Persona 
# 원하는 것 | Needs

# 행동/반응 | Behavior & Reaction

# 서비스 사용 동기

독립적의존적

긍정적

부정적

# 퍼소나의 특성 | Characteristics 

이름:                    직업:송호기심 상품기획자

어떻게 하면 뻔하지 
않으면서 흥미로운 여행을 
할 수 있을까? 

1) 기다려 온 휴가
2) 여행 전 바쁜 직장 
3) 짐 쌀 시간도 부족
4) 좋은 여행을 하고픔

# 주제/키워드 | Theme

모처럼의 휴가, 어떻게 
하면 즐거운 나만의 여행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일정, 맛,멋집, 숙소, 
개인 맞춤, 교통, 사진 

"재기 발랄한 활동가" (ENFP-A)

-     마음 -    

-     에너지 -   

-     본성 -   

-     전술 -   

-     자아 -   

37%외향형 내향형

현실주의형

원칙주의형

탐색형

신중형

직관형

이성적사고형

계획형

자기주장형

61%

36%

42%

6%

남을 따라 하는것은 

NO! 

색다른 경험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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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사용 전(2단계) 사용 중(5단계) 사용 후(3단계)

1. 휴가일정을 정한다. 
2. 여행지를 선정

1. 예산을 책정한다.  2. 비행기표를 구매한다.  3. 숙소를 예약한다.
4. 맛집/멋집을 검색한다.  5. 동선을 짠다.

1. 인터넷 예약했던 숙소가… 
2. 맛집/멋집을 가봤는데… 
3. A에서 B로 어떻게 가야 하지?

터치
포인트

 

관찰기록
(이미지 /

노트)

퍼소나 여정지도 만들기 | Customer Journey Map 

# 주제/키워드

사
용

자
 이

해
서

비
스

 제
공

사
용

자
 감

정
곡

선이름 :

직업 : 

송호기심

모처럼의 휴가, 어떻게 하면 즐거운 나만의 여행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일정, 맛,멋집, 숙소, 개인 맞춤, 교통, 사진 

휴가일정 정하기

여행지 선정

예산 책정

비행기표 구매
숙소 예약

맛집/멋집 검색
동선 짜기

상품기획자

독립적의존적

긍정적

부정적

동료

여행동반자

블로그/웹/sns

여행동반자

친구/가족

블로그

여행동반자

인터넷

어플

인터넷 카페

어플

인터넷 카페

어플

블로그 

여행책자

여행책자

지도

여행동반자 

주소앱 엑셀

인터넷

어플

블로그

블로그

어플

주소앱

"재기 발랄한 활동가" (ENFP-A)
-     마음 -    

-     에너지 -   

-     본성 -   

-     전술 -   

-     자아 -   

37%외향형 내향형

현실주의형

원칙주의형

탐색형

신중형

직관형

이성적사고형

계획형

자기주장형

61%

36%

42%

6%

# 터치포인트 표현하기

도움말: 나운프로젝트(https://thenounproject.com)에서 유/무료로 필요한 명사를 검색하여 해당하는 아이콘을 png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은 영어/한글 가능하지만 영어로 검색할 때 더 많은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사용자 관찰/기록하기

도움말: 여정지도에서 퍼소나의 하루를 생각하여 행동들을 적어본다. 그것에 부합하는 사용자 행태 이미지를 인터넷이나 

본인이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출력하여 붙여놓으면 여정지도의 painpoint를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95

(앞) 이미지/질문 (뒤) 신문 기사 발췌

M1 주제카드: Subject Card 

모처럼의 휴가, 어떻게 하면 즐거운 나만의 
여행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여행B. 신문기사 발췌

125mm

17
5m

m

올 여름 국내 여행은 

스마트폰 앱으로 '똑'소리나게

바야흐로 본격적인 여름 바캉스 시즌이 돌아왔다… 

(중략)… 이번 여름 휴가는 해외가 아닌 국내로 

발걸음을 돌려보자. 푸른 바다와 시원한 계곡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다. 여기 국내 여행에 꼭 

필요한 필수 어플을 함께 소개한다.

- 내비게이션앱 

- 주차앱 

- 캠핑앱

- 사진앱

- 맛집앱

- 의료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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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계획적

직관적

M2-1 가상인물 만들기 | Creating Persona 

이름 :

직업 : 

# 주제/키워드

# 퍼소나의 특성 방사형 그래프로 표현하기

# 퍼소나 서술하기

도움말: 위에서 파악한 퍼소나의 특성과 서비스에 대한 반응을 바탕으로 아래의 세부사항을 1~2문장씩 넣어 기술합니다. 되도록이면 현실감있게 흥미로운 사진을 넣어서 서술합니다.

# 서비스에 대한 반응 체크하기

도움말: 해당되는 칸에 구체적인 반응을 적습니다.

독립적의존적

긍정적

부정적

이안전

이 안전씨는 칼퇴근이 보장되는 직장에 다니는 30대 기혼 금융권 종사자이다.
안전씨는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은 다른 문화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으며 오히려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는 편이다
따라서 몸이 힘들고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려는 자유 여행보다 보다 ‘안전한’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곤 한다.
평소에는 변화를 싫어하고 안전을 최우선 하는 그도 때로 충동적으로 구매 결정을 내릴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런 밍기적 거리는 아내의 잔소리가 거세질 때이다.
얼마 전 아내와의 기념일을 의도치 않게 잊어버린 그는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큰 맘 먹고 베트남 4박 5일 여행을 질러버렸다. 아내가 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전한 곳을 더 좋아하는 그에게 동남아는 가야하지만 가기 싫은 마음이 더 큰 곳이다.
어떻게 하면 아내 때문에 충동적인 결정을 내린 그에게도 이번 여행이 즐거워 질 수 있을까?

일정, 맛,멋집, 숙소, 개인 맞춤, 교통, 사진 

안전이 제일!

내 구역 밖의 일은

무관심!

펀드매니저

퍼소나 특성 | Characteristic 상황 | Context  서비스 사용 동기 유발 요인 행동/반응 | Behavior &  Reaction  상황 혹은 서비스와 관계된 퍼소나의 행동 및 반응 원하는 것 | Needs  현 상황에서 새롭게 원하는 것

모처럼의 휴가, 어떻게 하면 즐거운 나만의 여행으로 만들 수 있을까?

개방적/모험적보수적

충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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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퍼소나 만들기
도움말: 3D 퍼소나 만들기의 목적은 4-6개의 퍼소나 주사위를 한번에 게임판에 놓고 보면서 

통합적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입니다.

3D 퍼소나 만들기 | Creating 3D Persona 
# 원하는 것 | Needs

# 행동/반응 | Behavior & Reaction

# 서비스 사용 동기

독립적의존적

긍정적

부정적

# 퍼소나의 특성 | Characteristics 

이름:                   직업:이안전 펀드매니저

어떻게 하면 아내 
때문에 충동적인 결정을 
내린 그에게도 이번 
여행이 즐거워 질 수 
있을까?

# 주제/키워드 | Theme

모처럼의 휴가, 어떻게 
하면 즐거운 나만의 여행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일정, 맛,멋집, 숙소, 
개인 맞춤, 교통, 사진 

이성적/계획적

직관적

개방적/모험적보수적

충동적

안전이 제일!

내 구역 밖의 일은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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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사용 전(2단계) 사용 중(5단계) 사용 후(3단계)

1. 휴가일정을 정한다. 
2. 여행지를 선정

1. 예산을 책정한다.  2. 비행기표를 구매한다.  3. 숙소를 예약한다.
4. 맛집/멋집을 검색한다.  5. 동선을 짠다.

1. 인터넷 예약했던 숙소가… 
2. 맛집/멋집을 가봤는데… 
3. A에서 B로 어떻게 가야 하지?

터치
포인트

 

관찰기록
(이미지 /

노트)

퍼소나 여정지도 만들기 | Customer Journey Map 

사
용

자
 이

해
서

비
스

 제
공

사
용

자
 감

정
곡

선

이름 :

직업 : 

이안전
휴가일정 정하기

여행지 선정
예산 책정

비행기표 구매
숙소 예약

맛집/멋집 검색
동선 짜기

펀드매니저

독립적의존적

긍정적

부정적

동료

여행동반자

블로그/웹/sns

여행동반자

친구/가족

블로그

여행동반자

인터넷

어플

인터넷 카페

어플

여행책자

어플

블로그 

여행책자

지도

여행동반자 

주소앱

인터넷

어플

블로그

블로그

어플

주소앱

이성적/계획적

직관적

개방적/모험적보수적

충동적

# 주제/키워드 모처럼의 휴가, 어떻게 하면 즐거운 나만의 여행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일정, 맛,멋집, 숙소, 개인 맞춤, 교통, 사진 

# 터치포인트 표현하기

도움말: 나운프로젝트(https://thenounproject.com)에서 유/무료로 필요한 명사를 검색하여 해당하는 아이콘을 png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은 영어/한글 가능하지만 영어로 검색할 때 더 많은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사용자 관찰/기록하기

도움말: 여정지도에서 퍼소나의 하루를 생각하여 행동들을 적어본다. 그것에 부합하는 사용자 행태 이미지를 인터넷이나 

본인이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출력하여 붙여놓으면 여정지도의 painpoint를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99

 

단계 사용 전(2단계) 사용 중(5단계) 사용 후(3단계)

1. 휴가일정을 정한다. 
2. 여행지를 선정

1. 예산을 책정한다.  2. 비행기표를 구매한다.  3. 숙소를 예약한다.
4. 맛집/멋집을 검색한다.  5. 동선을 짠다.

1. 인터넷 예약했던 숙소가… 
2. 맛집/멋집을 가봤는데… 
3. A에서 B로 어떻게 가야 하지?

터치
포인트

 

관찰기록
(이미지 /

노트)

퍼소나 여정지도 만들기 | Customer Journey Map 

사
용

자
 이

해
서

비
스

 제
공

사
용

자
 감

정
곡

선

이름 :

직업 : 

이안전

휴가일정 정하기

여행지 선정

여행지 선정

예산 책정

비행기표 구매
숙소 예약

맛집/멋집 검색
동선 짜기

펀드매니저

동료

여행동반자

블로그/웹/sns

여행동반자

친구/가족

블로그

여행동반자

인터넷

어플

인터넷 카페

어플

여행책자

어플

블로그 

여행책자

지도

여행동반자 

주소앱

인터넷

어플

블로그

블로그

어플

주소앱

이름 :

직업 : 

송호기심

상품기획자

# 터치포인트 표현하기

도움말: 나운프로젝트(https://thenounproject.com)에서 유/무료로 필요한 명사를 검색하여 해당하는 아이콘을 png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은 영어/한글 가능하지만 영어로 검색할 때 더 많은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사용자 관찰/기록하기

도움말: 여정지도에서 퍼소나의 하루를 생각하여 행동들을 적어본다. 그것에 부합하는 사용자 행태 이미지를 인터넷이나 

본인이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출력하여 붙여놓으면 여정지도의 painpoint를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 주제/키워드 모처럼의 휴가, 어떻게 하면 즐거운 나만의 여행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일정, 맛,멋집, 숙소, 개인 맞춤, 교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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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단계별 행동 사용자 감정 사용자 이해 :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하면~?'으로 바꿔보기

사용 전
(2단계)

휴가일정을 정한다.

여행지를 선정한다.
• 함께 여행가는 파트너와의 의견 차이로 장소 선정 과정에서의 잡음 및  

스트레스
1

어떻게 하면 여행장소 선정이 나의 여행파트너와 

더불어 즐거워질 수 있을까?

사용 중
(5단계)

예산을 책정한다.

비행기표를 구한다.

숙소를 예약한다.

맛/멋집을 검색한다.
• 너무 많은 정보 

• 그 중에서 신뢰가는 정보 선택의 어려움
2

어떻게 하면 정보바다에서 헤매이지 않고 신뢰가

는 정보를 선별할 수 있을까?

동선을 짠다.
• 시간제약 : 여행기간에 맞춰서 동선을 짜기 위한 여러 도우미 도구 필요

• 지리정보 획득의 필요성 - 더 단시간에 좋은 동선을 짤 수 있다.
3

어떻게 하면 단시간에 지리정보에 기반한 동선을 

짤 수 있을까?

사용 후
(3단계)

인터넷 예약했던 숙소가..
• 불신 : 온라인에서 획득한 정보의 비신뢰성(사진과 실재가 다르다)

• 진실된 리뷰(진짜 사용자의 진짜 리뷰) 선별의 어려움
4 어떻게 하면 진실된 리뷰만을 볼 수 있을까?

맛/멋집을 가봤는데..
• 개인취향 : 취향에 따라 다른 선호도

• 진실된 리뷰(진짜 사용자의 진짜 리뷰) 선별의 어려움
5

어떻게 하면 개인 취향에 맞는 진실된 리뷰를 골라 

볼 수 있을까?

A에서 B로 어떻게 가야하지?
•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네비게이션의 역할

• 교통편이 불편하면 스트레스 받는다.
6

어떻게 하면 교통편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쉽게 타

고 다니면서 장소를 옮겨다닐 수 있을까?

M4-1 취약점 분석하기 | Analyzing Pain Points

# 주제/키워드

모처럼의 휴가, 어떻게 하면 즐거운 나만의 여행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일정, 맛,멋집, 숙소, 개인 맞춤, 교통, 사진 

여행지를 선정한다.여행지를 선정한다.
•• 함께 여행가는 파트너와의 의견 차이로 장소 선정 과정에서의 잡음 및 함께 여행가는 파트너와의 의견 차이로 장소 선정 과정에서의 잡음 및 

스트레스스트레스

맛/멋집을 검색한다.맛/멋집을 검색한다.
••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정보 

•• 그 중에서 신뢰가는 정보 선택의 어려움그 중에서 신뢰가는 정보 선택의 어려움

동선을 짠다.동선을 짠다.
•• 시간제약 : 여행기간에 맞춰서 동선을 짜기 위한 여러 도우미 도구 필요시간제약 : 여행기간에 맞춰서 동선을 짜기 위한 여러 도우미 도구 필요

•• 지리정보 획득의 필요성 - 더 단시간에 좋은 동선을 짤 수 있다.지리정보 획득의 필요성 - 더 단시간에 좋은 동선을 짤 수 있다.

인터넷 예약했던 숙소가..인터넷 예약했던 숙소가..
•• 불신 : 온라인에서 획득한 정보의 비신뢰성(사진과 실재가 다르다)불신 : 온라인에서 획득한 정보의 비신뢰성(사진과 실재가 다르다)

•• 진실된 리뷰(진짜 사용자의 진짜 리뷰) 선별의 어려움진실된 리뷰(진짜 사용자의 진짜 리뷰) 선별의 어려움

맛/멋집을 가봤는데..맛/멋집을 가봤는데..
•• 개인취향 : 취향에 따라 다른 선호도개인취향 : 취향에 따라 다른 선호도

•• 진실된 리뷰(진짜 사용자의 진짜 리뷰) 선별의 어려움진실된 리뷰(진짜 사용자의 진짜 리뷰) 선별의 어려움

A에서 B로 어떻게 가야하지?A에서 B로 어떻게 가야하지?
••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네비게이션의 역할대중교통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네비게이션의 역할

•• 교통편이 불편하면 스트레스 받는다.교통편이 불편하면 스트레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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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2 이슈카드 만들기 | Issue Card 

어떻게 하면 여행장소 선정이 나의 여행파트너와 

더불어 즐거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보바다에서 헤매이지 않고 

신뢰가는 정보를 선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단시간에 지리정보에 기반한 

동선을 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실된 리뷰만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개인 취향에 맞는 진실된 리뷰를 

골라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통편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쉽게 

타고 다니면서 장소를 옮겨다닐 수 있을까?

1

2

3

4

5

6

ISSUE CARD

# 주제/키워드

모처럼의 휴가, 어떻게 하면 즐거운 나만의 여행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일정, 맛,멋집, 숙소, 개인 맞춤, 교통, 사진 

'어떻게 하면~?'으로 바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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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 아이디어 발산하기 | Ideation

어떻게 하면 여행장소 선정이 나의 여행파트너와 

더불어 즐거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보바다에서 헤매이지 않고 

신뢰가는 정보를 선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단시간에 지리정보에 기반한 

동선을 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실된 리뷰만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개인 취향에 맞는 진실된 리뷰를 

골라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통편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쉽게 

타고 다니면서 장소를 옮겨다닐 수 있을까?

1

2

3

4

5

6

'어떻게 하면~?'으로 바꿔보기

여행

1

8

7

2

3

4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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