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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작물의 이용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3.0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 저작자나 이용허락자가 정한 방법으로 저작물의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원저작자가 이용자나 이용자의 이용을 보증하거나 

추천한다는 의미로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2차 저작물에는 본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감수 정의철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인간중심통합디자인연구실(HCID LAB.) 교수 

번역 이명호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연구위원  

 정의철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인간중심통합디자인연구실(HCID LAB.) 교수 

 박선하 (사)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서울 지부 간사 

 김은정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강사 

보조 정은기 카네기멜론대학 인터렉션디자인 석사과정 

 민경보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인간중심통합디자인연구실(HCID LAB.) 석박사통합과정 

 장영주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인간중심통합디자인연구실(HCID LAB.) 석사과정 

“생산성과 효율성의 시대를 넘어 비로소 인간 본연의 욕구를 다루는 디자인이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 방법으로서 주목받

고 있습니다. 본 툴킷은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게 하는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디자이너가 인류 공영의 문제에 핵심적 역

할을 할 수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디자인진흥원이 이 책이 국내에 소개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 이태용(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글로벌 선도 디자인기업 중 하나인 IDEO의 축적된 노하우가 담긴 HCD툴킷은 사람들의 욕구를 포착하는 것에서 출발해 잠재적 

가능성을 지속가능한 발전모델로 만들어내는 디자인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니즈에서 출발해 기술과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고리를 제시하며 특히 서비스디자인을 하는데 있어 뛰어난 툴킷임에 틀림없습니다.”

― 민영삼((사)한국서비스디자인협의회 회장·더디엔에이 대표)

“한국은 이제 기술을 넘어 인간 중심의 디자인 혁신에 도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니즈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디자인이  

정리하면 기술이 이를 구현하는 가치 창출 중심의 개척자 전략, 창조경제 전략으로 한국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적절한 IDEO의 HCD 프로세스의 툴킷이 제공되어 기쁘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 이민화(디지털 병원 수출조합 이사장·카이스트 교수·한국벤처기업협회 명예 회장)

“지금 우리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위시한 사회적경제 운동이 부각되는 시대에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운동은 보다 인간

다운 사회를 위한 또 하나의 희망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디자인하기 위한 제3세계에서의 활동 경험과 방법론이 담겨 

있는 이 책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공동체 사업을 디자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송경용(성공회 신부·(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번역기획  김진우 한국디자인진흥원 

출판기획  윤성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편     집  민경현 한국디자인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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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하기> 단계는 현장에서 수집하고 얻은 배움을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변환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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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과 계획으로 변환시키는 툴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성과 측정을 위한 학습 계획을 세우고, 

반복적으로 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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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이드       154

현장 가이드에는 현장 조사를 준비하고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워크시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현장 가이드’와 

‘소원 카드’만 있으면 현장에 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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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저소득층, 소외된 계층에 혁신을 불러 일으키고 싶으십니까? 

새로운 국가, 지역,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지역에 적정한 수준의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십니까? 

사회 구성원들의 니즈를 보다 잘 이해하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모니터링 및 프로젝트 평가 방법들을 찾고 계십니까? 

1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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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툴킷은 수십 년 동안 다국적 기업들의 새로운 솔루션을 창출해 낸 인간중심 디자인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인간중심 디자인 프로세스는 심장 전기 충격기, 천연 소재로 만들어진 

항균 제품, 적십자의 헌혈 시스템과 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이 인간중심 디자인 방법론은 당신이  
하루 2달러 미만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여러분들과 같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 지역에서 다양한  

유관 기관과 협업하는 단체, 기관, 회사들을 위해 특별히 구성되었습니다.

인간중심 디자인(Human-Centered Design: HCD)은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니즈를 듣고, 그러한 니즈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창작해내며,  

재정적인 지속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둔 솔루션을 전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제 시작해 봅시다.

이 툴킷은 
당신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

들어가기

인간중심 디자인

C DH



왜 인간중심 
디자인을 
해야 할까요?
인간중심 디자인은 여러분이 속한 기관, 여러분의 고객, 

지역사회 주민, 시민들과 더 나은 연결고리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중심 디자인은 다양한 데이터를 실제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중심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또한 인간중심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솔루션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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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간중심 디자인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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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툴킷이 필요한가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솔루션이 무엇인지는 바로 현장에 있는‘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툴킷(toolkit)은 완전한 솔루션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기술과 방법, 조언, 워크시트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발언권을 주고,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솔루션을 만들고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바로 당신이 이 툴킷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중심 디자인은 다양한 도구들을 모아 구성되어진 일련의 광범위한 프로세스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부분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상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툴킷만 사용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  

prISM*, 가치사슬분석, 참여적 지역 조사(prA: participatory rural Appraisal),  

삼각화 또는 당신 조직에서 사용하는 다른 방법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에서 안과 진료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법을 디자인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인간중심 디자인 프로세스를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고무되었습니다.

- viSiONSPriNG, iNDia

 

인간중심 디자인에 대하여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솔루션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 

- iDe vietNam

* prISM(planning tool for resource Integration, Synchronization and Management): 자원 통합, 동기화 및 관리를 위한 계획 도구(역자주)  

5H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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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중심 디자인의 
세 가지 관점

인간중심 디자인은 세상을 위해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자 일련의 방법들입니다. 솔루션은 

제품, 서비스, 환경, 조직구성, 상호작용 방식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제안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인간중심”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사람들’과 함께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중심 디자인 프로세스는 우리의 솔루션으로 영향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의 니즈와 꿈, 행동들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진지하게 

듣고, 사려 깊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하며, 이러한 태도로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것을 적합성(Desirability)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디자인 프로세스 전체를  

적합성이라는 관점으로 운영하며,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일단 무엇이 가장 적합한가를 파악하고 나면, 실현가능성(feasibility)과  

지속성(viability)의 관점을 통해 솔루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로 프로세스의  

후반부 단계에서 이 관점들을 신중히 적용합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술적, 조직적 측면에서 실현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경제적,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적 합 성

실 현 가 능 성

지 속 성

들어가기

인간중심 디자인의 세가지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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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중심 디자인 방법을 통한 솔루션은 이 세가지 관점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제안되어야 합니다.  

즉, 솔루션은 사람들의 니즈에 적합하게 부응해야 하고,  

기술적으로 조직이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경제적으로 자생 능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실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적 합 성

실 현 가 능 성 지 속 성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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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HEAR)

<듣기> 단계에서 디자인 팀은 사람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거기로부터 디자인에 도움이 되는 영감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현장 조사를 준비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H c

인간중심 디자인 프로세스

인간중심 디자인 프로세스는 특정한 디자인 문제에서 출발하여 듣기(HEAr), 창작하기(CrEAtE), 

전달하기(DELIvEr)의 세 가지 주요 단계를 거칩니다. 여러분의 팀은 이 세 단계를 통해 대상자들의 실제 

생생한 모습들을 관찰한 다음, 관찰을 통찰력있게 해석하고, 디자인 테마들을 발견하는 추상적 사고를 

거쳐, 다시 구체화된 솔루션을 제안하는 현실의 영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듣기

시간

창작하기

테마

이야기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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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하기(cREATE)

<창작하기> 단계에서는 워크숍 형식의 공동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듣기> 

단계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구조화된 패턴, 프레임워크, 기회 영역, 솔루션 

및 프로토타입 등으로 구체화시킵니다. 이 단계에서 여러분은 주된 기회 

영역들과 핵심적인 문제를 파악함에 있어 실체에서 벗어나 보다 추상적 사고 

과정을 거치게 되고, 다시 현실적인 솔루션과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단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달하기(DELIVER) 

<전달하기> 단계에서는 신속한 수익-비용 모델링, 역량 평가, 실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여러분이 제안한 솔루션을 평가하고, 또 다시 새로운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D

이 단계를 H-C-D로 정리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전달하기

추상화

기회영역

솔루션

프로토타입

실행계획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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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툴킷을 
사용하는 법
이 툴킷(toolkit)은 여러분을 인간중심 디자인 방법론에 

기초한 혁신적 프로세스로 안내할 것입니다.

들어가기

이 툴킷을 사용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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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팁

주의

이 툴킷은“진행자(facilitator)”용으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진행자’에 해당하는 분은 페이지 가장자리에 제공된 별도의 팀 내 

혁신 프로세스 진행 방법을 안내하는‘진행자 노트’를 참조하세요. 

여러분의 디자인 과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별도의 지시나 방법, 

기술을 추가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진행자는 자신의 권한을 현명하게 잘 이용해야 합니다. 진행자는 팀의 

프로세스 진행을 주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구체적인 

아이디어의 도출 과정에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팀의 의사결정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툴킷의 유연성
책의 방법론들을 있는 그대로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솔루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중심 디자인 방법론은 매우 유연하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법들과 함께 십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여형 교외 

지역 조사법(participatory rural Appraisal, prA), 하위 부문/가치사슬 

분석(Subsector/value Chain Analysis), 삼각법(triangulation*)과 같은 

방법들은 인간중심 디자인 방법론과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여러분이 직면한 디자인 주제는 마을이 보유한 자원들을 

일목요연하게 시각화하는 방법론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디자인 

팀 구성원이 이러한 정보 수집에 효과적인 prA 방식을 잘 알고 있다면 이 

인간중심 디자인 프로세스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창의적으로 여러분의 작업 방법을 선택하고 또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조합에서 최선의 성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  triangulation: 삼각측량법으로도 번역되며 질적연구의 타당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역자주)

11H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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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위한 
모범적 실천방법
iDeO는 그동안 수많은 혁신을 일궈내면서, 혁신을 활성화시키는  

몇 가지 중요한 규칙들을 배웠습니다. 이 규칙들 중에서 여러분의 

조직에 어떤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혁신을 위한 모범적 실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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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팁

성별에 따른 관점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본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 

남성과 여성의 참여율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학제로 구성된 팀
여러분이 직면한 복잡한 과제들은 이전에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탐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이미 검토되었던 난제들의 

해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팀은 3~8

명의 핵심 멤버로 구성하되, 이중 한 명을 진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양한 분야 및 배경을 가진 팀원들이 서로 다른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할 때 예상치 못한 놀라운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전용 공간
현장과는 분리된 독립된 프로젝트 공간을 가질 때, 프로젝트 팀은 

현장으로부터 십분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들이 가득 담긴 

포스트잇 노트들로 공간을 가득 채울 수도 있으며,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진행 경과를 추적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가능하다면 프로젝트를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된 시간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기한이 있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혁신 프로젝트 역시 시작과 중간, 끝을 명확하게 

정해둔다면, 팀에 더욱 동기를 부여하고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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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제시되는 시나리오들은 이 툴킷(toolkit)을 이용하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 소개되는 두 시나리오는 전체 과제의 윤곽을 잡기 위해  

<한정된 시간> 원칙을 활용한 사례에 해당하고,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시나리오는 이 툴킷의 일부분들을 활용하여 어떻게 팀  

구성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를 구체화하며,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막힘 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툴킷 활용 시나리오

왜 인간중심 
디자인을 
해야 할까요?

인간중심 디자인은 여러분이 속한 기관, 여러분의 고객, 

지역사회 주민, 시민들과 더 나은 연결고리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중심 디자인은 다양한 데이터를 실제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중심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또한 인간중심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솔루션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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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킷 활용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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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1:  
일주일 동안의  
‘딥다이브’

 ‘딥다이브’의 방식은 디자인 팀이 자료수집, 분석 업무를 빠르게 하고 신속하게 

계획이나 프로토타입, 문제해결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일주일은 과제를 

이해하기에는 충분할 수 있지만,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가지고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결코 넉넉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팀 전원이 문제 상황에 대해 초기에 

학습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자극하는 것이 필요할 때에 효과적입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 낯설고 새로운 영역 및 과제를 신속하게 파악해야 할 때

》 오랫동안 고착되어 왔던 문제에 관한 생각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

》 팀원들에게 새로운 발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

무엇을 활용하나요?

》 툴킷에 소개된 모든 과정을 순서대로 따라해 봅니다.

활용팁 

이 방법을 실행할 때에는 여러분의 조사 자료와 초기 프로토타입의 

한계점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조사 기간 없이 

여러분의 솔루션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2차 자료들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초기의 프로토타입을 추후 가다듬을 수 있도록  

작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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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  
여러 달에 걸친 
 ‘딥다이브’
여러 달에 걸친‘딥다이브’는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더 길게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과제나 문제들을 보다  

더 깊이, 미묘한 부분까지 이해하고 또 명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물리적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치 사슬에 소속된 더 많은 이해 관계자들을 프로세스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 실행 자금이 확보되어 있고, 확고한 디자인 솔루션이 필요할 때

》 복합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사고 전개에 필요한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이 있을 때

》 사업 파트너, 재정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프로세스에 참여시켜야 할 때 

무엇을 활용하나요?

》 툴킷의 모든 항목에서, 과제의 성격에 따라 각 단계에 적합한  

    일정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활용팁 

‘딥다이브’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조사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생산성이 저하되지는 않는지 

주의하고, 만약 새로운 정보가 현저하게 많이 수집되지 않는다면 

조사를 중단하도록 합니다. 초기 단계의 조사 목적은 어디까지나 

문제를 파악하고 팀에게 영감을 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사의 검증 및 확인 절차는 나중에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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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3:  
기존지식 활용하기
대부분의 조직 및 기관이 사전에 이미 상당히 많은 조사를 실시하고 

유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 가능한 솔루션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창작하기 및 

전달하기에서 다룰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여러분의 팀이 알고 있는 

지식을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나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모를 경우

》 현장 직원으로부터 들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나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할 때

》 이 툴킷에 없지만,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 있는 훌륭한 조사  

    방법론을 갖추고 있는 경우

무엇을 활용하나요?

》 <창작하기(CrEAtE)>

》 <전달하기(DELIvEr)>

활용팁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진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예를 들어 

word, 한글 문서) <창작하기> 단계 초기에 다루는‘이야기 공유하기 

(Story Sharing)’방법을 통해 이를 다시 변형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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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툴킷 활용 시나리오



시나리오 4:  
기존의 장기적 활동 보완하기 
대부분의 인간중심 디자인 방법론들은 조직이 직면한 여러 상황 - 

기술 도입기간, 평가 및 감사 기간 등 - 에 맞추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간중심 디자인 방법론은 여러분이 비록 현재 뚜렷하게 해결해야 할 

디자인 과제가 없는 상황에도 혁신의 문화와 정신을 모든 일상 활동에 

주입함으로써, 유용한 기술과 솔루션들을 언제나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게 

합니다. 마음에 드는 방법을 선택하여, 여러분의 일상 과제들을 새롭게 

보완해보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 일상 업무를 추진하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자 할 때 

》 이 툴킷에서 여러분이 직면한 일상 과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했을 때

》 당장 인간중심 디자인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할 수는   

    없으나, 인간중심 디자인의 기본 개념을 일상 업무에 반영하고자 할 때

무엇을 활용하나요?

》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활용팀

예를 들어, 이미 확보한 정보나 기술을 적용하여 상황에 맞게 

진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창작하기(CrEAtE)> 단계의 3, 4, 5, 

6 번째 방법을 이용하여 기회 식별, 브레인스토밍, 프로토타입, 

사용자 피드백 과정을 여러번 반복하도록 합니다. 

필요 물품 명세서 작성 및 보고를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 

툴킷의 부록에 나와있는‘인간중심 디자인 - 현장 가이드’의 

예제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18 H C D

들어가기

툴킷 활용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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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H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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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있는 자원의 활용 증대, 몽고(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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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과정에서 지역사회 참여시키기, 르완다(rwANDA)

H DC H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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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보관과 운반, 인디아(INDIA)



H DC H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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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디자인하는 

것은 그들의 니즈(Needs), 바람(Hopes), 및 미래의 소원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듣기 파트는 팀원들이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각자가 현장의 

상황과 맥락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방법과 

활용팁을 제공할 것입니다.

듣기:

목적

‘듣기’단계에서는 아래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 누구와 이야기 할 것인가

》 어떻게 공감을 얻을 것인가

》 어떻게 이야기들을 포착해 낼 것인가



H DC H DC

농부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만드는 훌륭한 기법

- IDE 잠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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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섹션이 끝나면‘현장 가이드’에서 제공된 워크시트 작성을 마치고,  

현장에 갈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 모집 계획 수립

》 조사 일정 수립

》 아이덴티티, 권력과 정치적 관계 파악

》 그룹 인터뷰 가이드

》 개별 인터뷰 가이드

듣기: 
결과물

듣기 단계의 결과물들:

》 사람들의 이야기

》 구성원들의 실생활에 대한 관찰

》 니즈, 장애물, 제약 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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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연구 방법은 디자인 팀으로 하여금 디자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깊이 공감할 수 있게 해주고, 

여러분이 추측이나 가정을 검증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떠올릴 수 있게 해줍니다. 질적 연구 방법은 초기에는 

상상력을 북돋아 주고, 새로운 기회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직관을 일깨워 주는 등 생성적인

(generative)특징을 갖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방법들은 아이디어 및 제안된 

솔루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신속히 파악하는 

평가적인(evaluative)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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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조사 방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질적 방법으로는 깊숙한 내면의 니즈, 바람 및 소원들을 

밝혀 낼 수 있습니다. 질적 방법은 특히 초기 단계에서 

실상황에 대한 예측이나 추측을 테스트할 때, 또는 팀원들이 

모든 가능한 솔루션들, 신념들, 참여자들의 아이디어들을 

모두 파악했다고 확신할 수 없을 때 유용합니다.

질적 방법은 사람들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기회와 장벽을 그들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 줍니다. 

질적 조사는 또한 사람, 장소, 사물 및 조직, 기관들 

사이의 역학관계를 분석하고 도식화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회적 현상은 대개 

내적으로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요인들은 

상호 의존적이며 함께 구성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현상들의 가장 극단적인 경우들을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전반적인 관계 양상을 밝혀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현상적 사례들을 도식화하면 마치 지도와 

같이 그 요인의 상대적 위치와 관계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러한 관계들이 밝혀지면,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석적 방법을 통해 더 깊이 있게 파고들거나, 

정량적 테스트를 위해 관계 양상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질적 조사 방법이 알려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질적 방법은‘일반적인’행동이나 태도를 파악하거나, 

 “Y 지역에 비해 x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가?”와 같은 질문에는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이는 질적 방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량의 표본을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범위한 대상의 보편성 보다는 선택한 
대상의 깊이 있는 이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질적 조사의 강점입니다.

디자인 프로세스의 후반부 단계에서 양적 연구는 

새로운 솔루션의 잠재적 채택 가능성이나 솔루션의 

효과가 지역마다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는데 좋은 보완책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듣기: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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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디자인 챌린지 포착하기

디자인 챌린지
(DeSiGN CHalleNGe) 포착하기

인간중심 디자인의 기초는‘디자인 챌린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자인 

챌린지는 현장 조사에서 사람들에게 던질 질문을 마련하고, 추후 단계에서 기회 영역들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디자인 챌린지는 예를 들어“교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저축 및 

투자 상품을 만들어보자”라는 문구와 같이, 인간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됩니다.

활용팁 #1

활용팁 #2

디자인 챌린지는 조직의 리더십에 의해 결정되거나 팀 기반의 접근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디자인 챌린지는 

현장의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확인하거나, 조직이 

흥미를 갖고 탐구하고자 하는 기회를 구체화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열거된 디자인 챌린지들을 하나의 구체적인 디자인 

챌린지로 좁혀 나가야 합니다.

좋은 디자인 챌린지는:

》 기술,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능보다 사람의 관점에서  

    서술되어야 합니다.

》 예상치 못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충분히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 향후 실행할 수 있는 범위로 주제의 폭을 좁혀야 합니다

진행자 노트

1 단계: 리더십을 갖고 

챌린지에 대한 기준 목록을 

작성합니다.(예: 꼭 지켜야 

하는 특정한 일정이 있는가? 

특정 지역 및 주제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기존의 

직접 해보기들과 맞물려 

진행되어야 하는가? 완전히 

새로운 기회 영역을 탐색해야 

하는가?)

2 단계: 리더십을 갖고 디자인 

팀 또는 현장의 구성원들과 

함께 직면하고 있는 챌린지 

리스트를 만듭니다.

3 단계: 현장 구성원들의 관점 

및 보다 넓은 맥락으로 해당 

챌린지들을 다시 재조명해 

봅니다.

4 단계: 마련된 기준에 따라 

상위 두 개 또는 세 개의 

챌린지를 투표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5 단계: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하나의 챌린지로 범위를 

줄입니다.

6 단계: 디자인 팀에게 

제공하도록 간결한 하나의 

문장으로 디자인 챌린지를 

작성합니다.

 시간  

    60~90분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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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직접 해보기

여러분이 선택한 챌린지는 새로운 기술, 행동, 의약품, 제품 또는 

서비스와 접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흔히“어떻게 하면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저축 통장을 만들게 할 것인가?”와 같이 조직 

중심의 디자인 챌린지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챌린지가 진정 혁신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는,“어떻게 

하면 마을 사람들을 위한 재정적 안전망(financial safety net)을 

구축할 수 있을까?”와 같이 보다 인간중심적인 관점에서 챌린지가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디자인 챌린지는“만들어 보세요/창작해 보세요”,“정의해 보세요”, 

 “적용해 보세요”등과 같이 행위 동사로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은, 챌린지 문구를“어떻게 하면 …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형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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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중심의

디자인 챌린지 정의하기 
에티오피아에서 IDE는 일련의 단계를 거쳐 디자인 챌린지를 정의했습니다. 먼저 커뮤니티 간부 

및 IDE 직원으로 구성된 소수의 핵심 팀이 기준을 정하고, 중요한 챌린지에 대한 짧은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간부 및 디자인 팀은 디자인 챌린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3~4일 내로 과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

》 농민들의 니즈에 집중할 것

》 농민들에게 적합한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범위를 넓혀서 생각할 것

다음으로 팀원은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챌린지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커뮤니티 간부는 

챌린지를 간추리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디자인 팀에게 커뮤니티 핵심 인물이 서로 나누었던 

대화에 관해 몇몇 정보를 알려 주었습니다. 위에 언급된 세 가지 판단 기준들을 다시 참고하면서, 

디자인 챌린지는 민주적인 투표를 통해 범위가 좁혀졌고, 다음과 같이 세가지 챌린지로 

정리되었습니다: 

》 빗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농민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

》 농부들에게 IDE의 새로운 제안들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 농민들이 흔쾌히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팀은 가능성을 검토한 뒤, 두 번째와 세 번째 챌린지가 상호 유사한 점이 많다고 판단하여, 

디자인 챌린지를“최대한 많은 소규모 농부들에게 IDE의 제안이 전달될 수 있는 적절한 접근 

방법을 정의해보자”라고 정리하였습니다.

추가 논의 및 최종 투표를 통해 이 디자인 챌린지가 최종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사례

*  IDE(국제개발사업 : International Development Enterprises)는 저개발국 빈민들이 소득 증대를 통해 가난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1982년  

   적정기술의 선구자 폴 폴락이 조직한 단체



H DC H DCRECOG 
NIZE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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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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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기존 지식 확인하기

직접 해보기

당신이 이미 어떤 주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우리가 무엇을 이미 알고 있는가?”에 

대한 별도의 세션을 진행하면 디자인 챌린지와 관련된 기존의 지식을 재확인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문서로 정리해두면, 당신이 아직 모르는 것을 발견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지식 확인하기

먼저, 포스트잇에 디자인 챌린지에 대해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적어봅니다:

》 사람들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 어떤 기술이 이 챌린지에 도움을 줄 것인가?

》 어떤 솔루션이나 아이디어가 다른 분야에서 직접 시도되었던 적이 있는가?

》 디자인 챌린지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초기의 가설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부각되고 있는 모순이나 갈등이 있는가? 사람들의 니즈, 기술적 가능성, 

또는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방법들 중에서 팀은 어느 분야의 지식에 

강한가?

다음으로, 당신이 모르지만 조사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어봅니다:

》 구성원들이 무엇을 하고, 생각하고, 느끼는가?

》 사람들은 우리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구성원들이 장래에 필요로 할 수 있을 잠재적 니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조사가 가장 많이 필요한 니즈는 어디에 있는가?

모집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어떤 카테고리로 논의 가이드를 구성할 것인가?

진행자 노트

1 단계: 팀이 볼 수 

있도록 디자인 챌린지를 

게시합니다.

2 단계: 디자인 팀에 

포스트잇을 나눠주고, 

주제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쓰도록 합니다. 

포스트잇 한 장에 하나의 

정보를 쓰도록 합니다.

3 단계: 각자가 쓴 것을 

소리내어 읽고, 디자인 

챌린지 밑에 붙이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내용들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도록 유도합니다.

4 단계: 팀원들에게 

챌린지와 관련하여 모르는 

것을 포스트잇에 적고 

읽도록 합니다. 여기서 

기록한 것들은 별도의 

영역에 붙입니다.

5 단계: 포스트잇을 

주제별로 그룹화하여 

조사 방법, 모집 계획, 

그리고 인터뷰 가이드를 

개발하는데 활용합니다.

 시간: 

 30-60 분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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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인터뷰 상대 정하기

적절하고 영향력이 있는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별, 인종 

및 계층간에 균형을 이루는 것은 조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극단적인 성향의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불분명한 행동, 바람 

및 니즈를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새로운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들을 찾아내어 관찰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면, 아무리 소수의 참가자로 팀이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문제 영역에 대한 사람들의 행동, 믿음, 그리고 관점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프로세스의 후반부로 갈수록, 특히 적절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브레인스토밍으로 영감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터뷰 상대 정하기

성별

주의

일부 커뮤니티는 남성 NGO* 직원이 여성을 인터뷰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여성 직원이 여성 참가자 

모집 및 인터뷰를 도와야 합니다.

그룹 세션은 개별 인터뷰를 위해 참가자들을 미리 파악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커뮤니티는 때때로 그 지역에서 

가장 명망이 있거나 성공한 사람, 또는 남자만을 NGO에게 소개하고 

싶어할 수 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 비영리 기구로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며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의미(역자주)  

진행자 노트

1 단계: 모집할 사람들의 

범위를 먼저 설정합니다. 몇 

가지 옵션을 정해봅니다(예: 

저소득부터 고소득층,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에서 

위험회피형(risk averse), 

대규모 토지 소유자부터 토지 

무소유자 등). 극단적인 성향의 

계층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면서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하나 내지 두 개의 

관련 계층으로 범위를 좁혀 

나갑니다.

2 단계: 참가자들을 모집할 

관련 지역들을 선정합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연구에 

적합한 조사 지역 리스트를 

요청합니다. 서로 다른 2-5곳의 

현장을 선택합니다.(예: 건조한 

지역과 습한 지역, 또는 중앙 

지역과 외곽 지역).

3 단계: 커뮤니티 미팅이나 

개별 인터뷰 약속을 잡아줄 

적절한 커뮤니티의 연락책을 

선정합니다. 커뮤니티 연락책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포함되도록 

합니다.

 시간: 

 30-60분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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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팁 #2

참가자 모집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현장 가이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가자들의 삼분의 일은 사회에서 성공했거나, 새로운 기술을 빨리 

수용하는 성향을 가진 바람직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이상적인 계층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다른 삼분의 일은 이상적인 계층과 정 반대에 위치한 사람들로, 

매우 가난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반대하거나 또는 문제 있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참가자들의 나머지 삼분의 일은 양 극단의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로, 

조사원들이 보기에‘평균’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우 잘 사는 사람부터 아주 가난한 사람까지 다양한 경제적 계층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족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집 보수 또는 수리를 감당할 수 없었나요?”

》“누가 최근에 어려움(의료 문제, 수확량 감소 등)을 겪었나요?”

활용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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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조사 방법 정하기

방법: 개별 인터뷰

디자인 조사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 커뮤니티속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조사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 소개된 방법 외에도, 추가적인 2차 자료와 정량적 데이터는 다른 지역간의 수입이나 재산 

차이 등을 추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래의 방법들 중에서 

다섯 가지를 자세하게 소개하였습니다:

》 개별 인터뷰 Individual Interview 

》 그룹 인터뷰 Group Interview

》 맥락 몰입 In Context Immersion

》 자가 기록 Self-Documentation

》 커뮤니티 주도 발견 Community-Driven Discovery

》 전문가 인터뷰 Expert Interviews

》 새로운 장소에서 영감 얻기 Seeking Inspiration in New places

조사 방법 정하기

방법: 

개별 인터뷰 iNDiviDual iNterview
대부분의 디자인 조사에서 개별 인터뷰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행동, 

이유 및 삶에 대한 깊고 풍부한 이해를 돕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참가자의 

집이나 직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을 잡아 실제 환경에서 그들을 인터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맥락을 고려한 인터뷰는 참가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하며, 조사원에게는 인터뷰하는 시간 동안 

참가자들이 언급하는 사물, 공간, 사람들을 실제로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주의

조사 팀원이 많은 경우, 각각의 인터뷰에 참여하는 사람이 세명을 

넘지 않게 하여, 참가자를 수적으로 압도하거나 집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개별 인터뷰를 위한 질문 작성은 <5단계: 인터뷰 방법 개발하기>를  

참고합니다.

진행자 노트

1 단계: 인터뷰 가이드

(현장 가이드 참조)를 

작성한 후, 팀원 둘씩 짝을 

지어 개별 인터뷰 연습을 

합니다. 한 사람은 질문자

(interviewer)로, 다른 

사람은 답변자(interviewee)

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신의 파트너와‘인터뷰 

연습’을 끝까지 진행하도록 

요청합니다.

2 단계: 팀원들에게 인터뷰 

연습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물어봅니다. 빠진 주제나 

질문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시간: 

 60-90분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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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는 주변에 듣는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이웃, 친구, 또는 다른 사람의 존재가 그 사람이 말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참가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사생활을 보호하는 하나의 기술은 

팀원 중 한 명이 인터뷰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인터뷰 

내용이 들리지 않는 장소로 데려가 인터뷰 내용과 동등한 주제로 대화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활용팁 #1

활용팁 #2

조사 팀원 각자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터뷰를 수행하도록  

다음과 같이 역할 분담을 합니다: 

》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

》 인터뷰 내용을 노트로 정리하는 사람 

》 사진을 찍는 사람

H DC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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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그룹 인터뷰

방법: 
그룹 인터뷰 GrOuP iNterview 
그룹 인터뷰는 신속하게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룹 인터뷰는 커뮤니티의 생활과 역학을 배우고, 전반적인 

커뮤니티 문제를 이해하고,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룹 인터뷰는 개인의 사적 영역을 이해하거나, 사람들 내면에 있는 

진심을 파악하거나, 혹은 흔히 가지고 있는 믿음과 행동의 변화를 깊이 있게 

알아내기에 유용한 방법은 아닙니다.

활용팁 #1

그룹 미팅을 위한 가이드라인:

인원: 다양한 경제적 배경을 가진 7-10명

장소: (연령, 성별, 지위,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중립적인 상태의 공공 커뮤니티 공간

성별: 커뮤니티의 관습에 따라 남녀 혼합 또는 동성으로 구성된 그룹  

(남자와 여자가 따로 만나야 하는 경우, 두 명의 진행자가 각각 그룹 

인터뷰를 진행)

연령: 주제와 커뮤니티 환경에 따라 부모와 청소년/아동이 혼합된 그룹

커뮤니티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점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는가를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여성과 남성을 분리하여 각각 미팅을 

가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비중 있는 인사(예를 들면 단체장, 지역 관리자 등)가 

참석하는지 확인합니다. 경우에 따라 비중있는 인사의 의견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커뮤니티가 당신을 기금, 선물, 또는 자선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만일 그렇다면, 잠재적 혜택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바람이 인터뷰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목적을 명확히 소개하고, 인터뷰의 대가로 아무것도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진행자 노트

1 단계: 그룹 인터뷰 가이드

(Step 4 참조)를 작성한 후, 

팀원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인터뷰 연습을 

하게 합니다. 질문자들에게 

여성들과 소극적이고 조용한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합니다. 또한 

대화를 독점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도 대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전략을 세우게 합니다.

2 단계: 팀원들로 하여금 

조용하고 소극적인 사람을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반대로 대화를 

독점하는 사람들로부터 

대화의 방향을 다른 사람에게 

전환할 수 있는 좋은‘모범 

사례’를 공유하게 합니다.

 시간: 

 90분-120분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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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팁 #2

NGO는 가끔 NGO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자신들과 참가자들 

사이에 거리감을 형성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단절된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벽을 완화시키고, 후원자/조사원과 수혜자/

참가자라고 역할을 구분하여 대화를 단절시킬 수 있는 인식을 허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활용팁이 있습니다:

》 참가자와 같은 높이의 바닥에 앉습니다.

》 조사원이 한 명 이상인 경우, 조사원끼리 함께 앉지 말고 그룹 속에  

    섞어 앉습니다.

》 후원자 또는 조사원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옷을  

    착용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와 동일한 신분임을 느낄 수 있는 옷을 입습니다(주: 굳이  

    당신의 전통과 무관한 커뮤니티의 고유한 전통의상을 착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룹 인터뷰를 위한 질문 선정은 <Step 5: 인터뷰 방법 개발하기>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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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조사 방법 정하기

방법: 맥락 몰입

방법: 

맥락 몰입 iN CONtext immerSiON
실제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교류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 조사자가 그 

사람들의 환경적 맥락에 몰입하게 되면 새로운 통찰과 예기치 않았던 기회들을 

포착해 낼 수 있습니다.

인간중심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사람들을 지적 수준이 아닌, 체험적 수준에서 

이해할 때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행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해 보고, 현재 삶의 경험담을 나누어 봅니다.

성별

인도의 시골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프로젝트에서, 직접적인 가족관계가 

아니면, 여성이 남성과 접촉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디자인 팀은 마을에서 며칠을 함께 지내면서, 훈련을 

받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제복을 입은 여성은 아무 문제없이 

남성들과 접촉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의 실제 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제복을 입은 여성들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같은 것을 새롭게 디자인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해보기 #1

직접 해보기 #2

함께 일하기

몇 시간에서부터 며칠 동안의 기간에 걸쳐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의 사업이나 활동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그들의 

니즈, 장애와 제약 사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 홈스테이

한 가족에게 팀원 1-2명을 며칠간 그들의 집에 머무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며칠 밤을 함께 지내면서 가족들은 편안함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이틀밤만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님들에게 의식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를수록 팀과 대상 가족간의 이해와 공감대가 높아집니다. 

진행자 노트

1 단계: 홈스테이 계획을 

짜려면, 조사원을 자신의 

집에 1-3일 머물게 할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합니다. 

지역 관습이나 안전도, 

언어 숙련도에 따라 팀원은 

개인이나 혹은 2-3명이 팀을 

구성하여 머무를 수 있습니다.

2 단계: 이 연습의 목표는 

참가자들이 하루하루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팀이 

이해하는데 있습니다. 

홈스테이 하는 집에 비싼 

선물이나 음식, 술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작은 가정 용품을 

선물로 주거나 일반적으로 

가족이 지출하는 경비 정도를 

드리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3 단계: 팀원들에게 그 

가족의 일상적인 활동에 같이 

참여하라고 합니다. 팀원들은 

그 가족의 구성원 중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며 대화합니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다양한 

관점에서 어떻게 집안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2-4일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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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말하는(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실제로 행하는 것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향후 오해와 착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늘상 관례처럼 말하는 

것과 그들의 실제 행동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그 잘못된 인식을 수정하거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활용팁 #1

활용팁 #2

활용팁 #3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말하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 그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맥락에 몰입합니다는 것은 사람들이 놓인 실제 상황에 처해보고, 

그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을 직접 수행해 봄으로써 그들에 대한 

진정한 공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깊이 있게 몰입하는 

것은 우리가 추후 디자인 솔루션 단계로 넘어가는데 필요한 유용한  

직관력을 키워줍니다. 일단 이렇게 인터뷰 참가자의 관점을 가지게 

되면, 추후 디자인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내릴 때에 그들의 관점에 

근거하여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현장에 

다시 가서 현장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기존 정보에 근거한 직관이 

우리를 올바른 선택으로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택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깊이 있게 몰입하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팀의 헌신과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참가자의 현장에서 하루를 같이 일하고, 그의 가족과 

며칠을 함께 생활하고, 그들이 제작한 상품을 시장에 배달하는 것을 돕는 

것은 그들의 일상 생활에 대한 당신의 깊은 관심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신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이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그들의 계획과 

희망을 편안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NGO들은 몇 달에 걸친 

노력으로 이런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소개된  

사례 연구와 같이 하루 밤 머무르기 같은 몇 가지 테크닉은 이런 신뢰 

형성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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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하루 밤 머무르기
작은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IDE 에티오피아의 프로젝트에서 디자인 팀은 

다음 날 아침 한 농가의 밭을 갈기 위해 에티오피아 아시 네젤레(Arsi Negelle)에서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그 하룻밤 동안 팀은 현지 사람들이 NGO에게 일반적으로 

들려주는 것 이상의 이야기와 한 농부의 미래에 대한 매우 개인적인 계획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바라는 이름의 농부를 첫날 저녁에 방문한 후, 다음날 한번 더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로바를 만났을 때, 그는 전반적으로 매우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그는 최근 

정부의 토지 재분배 정책을 포함하여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부 

농민은 호수 근처의 관개 시설이 잘 된 지역의 토지를 받았고, 그를 포함한 나머지 

농부들은 좋은 토지를 배정받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팀이 떠나지 않고 아직 그대로 현장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그 후 그의 행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디자인 팀이 그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사실 그의 가족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는 200달러를 대출받을 수 있으면 가장 

먼저 소를 사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웃집의 소를 빌리기 위해 자신이 

더이상 이틀씩 노동을 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관개 시설이 

잘 된 지역의 토지 일부를 빌리고 개량된 씨앗을 구입할 것이라는 계획을 말해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디자인 팀을 무료로 선물을 주기 위해 온 부유한 NGO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방법을 같이 찾을 수 있는 파트너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례연구

H DC

*  IDE(국제개발사업 : International Development Enterprises)는 저개발국 빈민들이 소득 증대를 통해 가난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1982년  

   적정기술의 선구자 폴 폴락이 조직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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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조사 방법 정하기

방법: 자가 기록

방법: 
자가 기록 Self-DOCumeNtatiON
자가 기록(Self-Documentation)은 오랜 기간 동안 관찰을 진행하거나, 

조사원이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커뮤니티 생활의 분위기와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일지 작성과 같이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게 하는 것은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생활, 커뮤니티, 그리고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팀원들이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성별

커뮤니티 관찰의 경우, 누가 무엇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점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활동에 

남성과 여성 모두를 모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층, 연령, 

그리고 사람들이 수집하고 기록할 수 있는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들을 민감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직접 해보기

여러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녹음기 

또는 기록장을 사용 설명서와 함께 제공합니다. 그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며칠 또는 몇 주에 걸쳐 자신들의 경험을 직접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조사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경험을 직접 기록할 수 있는 지침을 참가자들에게 제공하여, 

쉽게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기록할 수 있게 합니다. 자가 기록을 

작성하는 방법이 쉬우면 쉬울수록 참가자들은 자신의 기록 활동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활용팁 #1

활용팁 #2

자가 기록 활동의 좋은 참가 대상자는 주로 십대와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 노인들보다 자신있게 그들의 삶과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문서화 하는 방식을 찾아 냅니다.

참가자들은 자가 기록 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사람들이 자가 기록을 어떻게 했는지 

사례를 보여주거나, 참가자들과 몇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는지 보여줍니다.

진행자 노트

1 단계: 사람들의 감정, 활동, 

가족 생활, 소득, 또는 행동 

등 무엇을 기록하게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진, 동영상, 일기, 

음성 녹음 등과 같이 정보 

수집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결정합니다.

2 단계: 참가자들에게 며칠간 

자신을 기록할 수 있는 도구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3 단계: 참가자들이 기록을 

끝냈을 때, 그들과 함께 

자료를 검토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록했는지와 함께 왜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였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였는지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2-30일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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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조사 방법 정하기

방법: 커뮤니티 주도 발견

방법: 
커뮤니티 주도 발견 
COmmuNity-DriveN DiSCOvery
대부분의 경우, 특정 주제의 실질적인 전문가 또는 디자인 챌린지에 대해 

가장 통찰력 있는 사람은 커뮤니티의 구성원이거나 최종 단계의 고객입니다.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조사원, 번역가, 디자이너 및 주요 정보 제공자 

모집에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1순위로 고려해야 합니다.

돈독한 관계의 커뮤니티 구성원, 존경 받는 지도자 또는 지성과 공정성으로 

평판이 좋은 사람들은 조사 파트너가 되기에 아주 적절한 사람들입니다.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조사를 부탁함으로써, 다른 참가자들이 더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커뮤니티 정보에 

친숙하기 때문에, 다른 참가자들의 진술 뒤에 숨겨진 의미와 동기를 보다 쉽고 

명쾌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해보기

특히 커뮤니티 내에서 혁신적이거나, 성공하기 위해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일을 해 온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솔루션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이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들의 혁신성과 지식을 활용하여 무엇을 배울 것인가? 와 

같은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보도록 합니다.

주의

커뮤니티의 이해문제로 인하여 조사 프로젝트는 때로 조사원 또는 

NGO의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커뮤니티 내의 싸움으로 변질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자원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누군가가 이를 

편파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는 인식이 퍼지면, 조사 과정에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커뮤니티 주도 발견 조사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커뮤니티 내의 역학적 권력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자 노트

1 단계: 커뮤니티 내에서 

디자인 팀에게 좋은 멤버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들 개개인이 커뮤니티 

내에서 믿을만하고 존경 받고 

있는지, 공정하고 편견이 

없으며, 디자인 솔루션의 

결과에 개인적인 이해 관계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2 단계: 이들 개인에게 어떻게 

보상할지 결정합니다. 때로는 

디자인 팀의 다른 멤버들이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이들에게 급여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황에 따라서 금전적 가치를 

지닌 선물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주변에 조언을 구합니다.

3 단계: 프로젝트의 매 

시점마다 디자인 팀원들이 

함께 모여 커뮤니티 역학 및 

니즈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평가하면서, 의견을 

통합하고 수집한 정보의 

유용성을 평가합니다.

 시간: 

 2-4일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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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조사 방법 정하기

방법: 전문가 인터뷰

방법: 
전문가 인터뷰 exPert iNterviewS
전문가들에게 심층적이고 기술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팀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양의 정보를 다루어야 하거나, 어떤 주제에 대하여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용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전문가 인터뷰가 도움이 됩니다:

》 특정 커뮤니티 또는 주제에 대한 역사를 알아야 할 때

》 디자인 과정 및 솔루션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알아야 할 때 

》 최근 개발되거나 개발중인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

주의

전문가 인터뷰는 참가자 및 커뮤니티에 대한 기본 조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과장하거나, 

개인적인 추측 및 편견을 드러내어 혁신적인 결과의 도출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여러분이 디자인을 제안해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전문가들에게 솔루션을 요청하거나, 그들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최종 

솔루션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활용팁 #1

활용팁 #2

가능하면, 편견에서 벗어나 균형있는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제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진 전문가들을 인터뷰합니다. 

진행자 노트

1 단계: 당신이 전문가와 

이야기하고 싶은 분야나 

주제를 선정합니다.

2 단계: 전문가들에게 당신의 

프로젝트 내용과 예상 인터뷰 

소요 시간에 대해 설명해주고 

적절한 대상자를 섭외합니다. 

가능하면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과 

인터뷰하면서 팀원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자극합니다.

3 단계: 프로젝트의 피드백 

단계에서 다시 몇 명의 

전문가들을 재방문합니다. 

전문가들은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있을 때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간: 

 90분-180분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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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조사 방법 정하기

방법: 새로운 장소에서 영감 얻기

방법: 
새로운 장소에서 영감 얻기 
Seek iNSPiratiON iN New PlaCeS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조사 주제에  

한정하여 초점을 맞추는 대신 다른 상황에서 발생한 유사한 경험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른 상황을 바라보는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과 의사가 하드웨어 매장을 방문하여 의료 장비를 

정렬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얻거나, 항공사 직원이 호텔 프런트 데스크를 

관찰하면서 체크인 과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거나, 물통 제작자가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무거운 물건이나 액체를 운반하는 과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직접 해보기 #1

직접 해보기 #2

영감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경험에 관련된 모든 활동 또는 감정을 나열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를 방문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병에 걸림, 

가족들과 의사 방문에 대해 논의하기, 방문하기, 치료비 지불하기, 

그리고 약을 복용하거나 행동을 바꾸는 등 의사의 지시 따르기와 

같은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의 변화를 같이 생각해보면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다른 상황을 찾아가서 그 상황을 

관찰합니다.

이 방법은 이미 조사를 마치고, 생각을 새롭게 해볼 때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진행자 노트

1 단계: 과제와 관련된 

경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활동, 감정, 행동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팀원들에게 

같이 목록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2 단계: 기입된 각각의 활동, 

감정, 행동 옆에 이와 유사한 

경험이 나타날 수 있는 몇 

개의 다른 분야 또는 상황을 

찾아서 적어 봅니다. 예를 

들어,“매일 같은 시간에 

기기를 사용”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알람 시계, 우물 

또는 휴대 전화와 같이 

사람들이 매일 자주 사용하는 

사례를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단계: 팀원들에게 영감을 

얻기 위해 관찰하고 싶은 

상황을 투표로 선정하게 

하고, 관찰을 위한 일정을 

계획합니다.

4 단계: 관찰을 진행하는 

동안, 팀원들에게 사진을 

찍고 그들이 경험한 것을 

노트에 기록하게 합니다.  

이 경험이 무엇과 비슷했고, 

어떤 부분이 디자인 챌린지에 

적용할 수 있는지 같이 

보고하도록 합니다.

 시간: 

 20-60분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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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인터뷰 방법 개발하기

방법: 인터뷰 가이드

인터뷰는 고객으로부터 관련된 정보를 얻어 내는 것과, 그들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공감하는 

친구로서 관계를 맺는 것, 두 가지 니즈의 균형을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인터뷰 전략을 발전시키는 것은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적합한 인터뷰 방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 인터뷰 가이드(Interview Guide)

》 상쇄 개념(Sacrificial Concepts)

》 인터뷰 기법(Interview techniques)

방법: 
인터뷰 가이드 iNterview GuiDe 
반구조화(semi-structured)된 인터뷰는 특정 주제에 대한 초점을 유지하면서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깊이 관여할 수 있게 하는 주요 방법입니다. 사려 

깊게 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은 참가자들을 구체적 일상의 주제에서 출발하여 

그들의 니즈가 반영된 이상적 상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도록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방법 개발하기 
DevelOP aN iNterview aPPrOaCH

활용팁 #1 

구체적인 것에서 시작하기

다음과 같이 참가자들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질문부터 가볍게 시작합니다.

1. 가족의 인적사항

2. 가정에서 누가 무엇을 담당하는가?

3.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

범위를 넓히기

참가자들에게 익숙한 매일의 일상이 아닌 커다란 생각 또는 포부를 말하게 

합니다.

4. 미래에 대한 소원

5. 구조에 기반한 질문

깊게 탐구하기

당면 챌린지에 대하여‘만약 ~라면 어떻게 될까?(wHAt If~)’라는 

시나리오를 던지며 깊게 파고 듭니다.

6. 소득원

7. 이노베이션 챌린지와 관련된 질문 

8. 상쇄 개념

진행자 노트

1 단계: 현장 조사를 포괄하는 

디자인 챌린지와 관련된 주제 

목록을 작성합니다.

2 단계: 주요 카테고리 및 

하위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주제를 정렬합니다.

3 단계: 어떤 주제가 남성이나 

여성 활동에 해당하는지를 

선정합니다.

4 단계: 팀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각각의 

주요 카테고리에 대하여 

그룹을 지정하고, 각자 주요 

카테고리에 포함된 챌린지에 

기초하여 현장에서 물어볼 

질문 목록을 만들도록 합니다.

5 단계: 각 그룹이 작성한 

질문을 전체 팀원들에게 

발표하도록 하고, 빠진 질문이 

있으면 추가합니다.

 시간: 

 60분-120분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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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보기 #1

직접 해보기 #2

직접 해보기 #3

다음과 같은 인터뷰에서 다룰 주제 영역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 생계 수입원

》 정보 입수처

》 재정 상태

앞 페이지의 예를 참고하여 현장 가이드 뒷부분에 자기만의 인터뷰 

가이드를 작성합니다. 

포스트잇을 사용하여 이들 주제에 해당하는 질문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정보 입수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이 인생의 좌절을 경험했을 때,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는가?

》 당신은 지난 해에 어떤 일을 행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 듣게 되었는가?

구체적인 것에서 시작하기, 범위를 넓히기, 깊게 탐구하기 순서의 

논리적 흐름에 따라 포스트잇을 옮겨가며 질문을 정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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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인터뷰 방법 개발하기

방법: 상쇄 개념

방법: 
상쇄 개념 SaCrifiCial CONCePtS
시나리오 기반의 질문이나 상호 상쇄되는 개념들의 제시는 가상의, 또는 

추상적인 질문을 더욱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줍니다. 상쇄 개념은 문제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디어나 솔루션들을 뜻합니다. 

상쇄 개념의 유일한 목적은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이기 때문에, 

굳이 실현가능성이나 지속성의 관점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상쇄 개념은 대화를 가속시키고,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부추기고, 당신이 가정한 것을 점검하고 도전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직접 해보기 #1 

상쇄 개념을 사용하여 질문을 구체적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나요?”와 같은 질문을 하는 대신에, 참가자에게 다음의 두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선택하도록 합니다.

“당신은 농장 수확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새로운 기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1,000의 비용이 들지만, 결과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비용이 1,500이 들지만, 

두 번째 수확할 때부터 농장 수확량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을 

보장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을 다시 가져가고 1,500

을 되돌려 줍니다. 어떤 조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서, 그 시나리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 보험, 보장에 대한 질문

》 상쇄관계에 대한 질문

》 투자 수익(rOI)에 대한 질문

》 미래의 행동에 대한 질문

활용팁 

진행자 노트

1 단계: 디자인 챌린지에 

따라, 당신이 답을 얻고 싶은 

추상적인 질문이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동료에게 

추상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동료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2 단계: 다음으로, 추상적인 

질문을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바꾸어 

봅니다. 동료에게 시나리오 

기반의 질문을 제시합니다.

3 단계: 다음으로 시나리오의 

변수 몇 가지를 변경하고, 

다시 질문을 제시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질문해봄으로써 어떤 것을 

배웠는지 정리해 봅니다.

 시간: 

 30-60분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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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보기 #2

직접 해보기 #3

직접 해보기 #4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현재 일하는 방식과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서로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비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신은 

또한 서로 다르거나 반대되는 두 가지의 컨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교대상이 있을 때, 보다 쉽게 컨셉에 대해 반응합니다.

상쇄 개념은 말로 전달하거나, 사진 또는 그림으로 보여지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컨셉은 사람이 다룰 수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참가자가 직접 해보기 할 수 있는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디자인 챌린지와 주요 질문을 확인해 봅니다. 당신은 어떤 

주제를 깊이 탐구하고 싶은가요? 올바른 대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쇄 개념을 만들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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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가나(GHaNa) 시골지역의  
모의 가게(mOCk SHOP) 
가나의 소비재 프랜차이즈 개발 프로젝트에서, IDEO 팀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매 결정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마을에 모의 가게를 열었습니다. 모의 가게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브랜드에서부터 해외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격대별로 개인용품을 구비하였습니다.

팀원들은 가게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가게 안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는지, 어떻게 둘러보는지,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매할 돈을 고객이 어떻게 마련하는지 등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가 가게를 둘러보고 무엇을 살 것인지 혹은 아무것도 사지 않을지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IDEO 팀은 그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왜 제품을 

둘러보고 어떤 것은 살려고 선택하고, 어떤 것은 선택하지 않는가? 제품 x 또는 Y를 볼 

때 무엇을 고려하였는가? 그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이라고 판단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 구매하는가? 친숙한 제품 또는 브랜드에 비해 친숙하지 않은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고 무엇이 궁금한가?

실제로 가게를 운영해봄으로써, 팀원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구매 결정을 할 때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의 거주자들은 

모의가게에서의 실제적인 구매행위를 통해 팀원들에게 구매결정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H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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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인터뷰 방법 개발하기

방법: 인터뷰 기술

방법: 
인터뷰 기술 iNterview teCHNiqueS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 일상 경험의 중요한 문제와 기회를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그렇게 합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터뷰를 할 때에는 직설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뷰에서 풍부한 이야기를 수집하는 몇 가지 기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해보기

토론

예를 들어, 사람들이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방법과 같은 간단한 예로 

생각해 봅시다. 두 사람이 짝을 지은 뒤, 서로에게 자신의 주소록에 

새로운 연락처를 입력하는 방법을 보여 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음으로 

동료와 함께‘5 why's*’방법을 사용해 봅니다. 동료에게 최근에 주소록에 

입력한 연락처에 대해 물어 본 후, 다섯 번을 연속적으로  

‘왜 그렇게 했어?’라고 질문하면, 상대방의 행동양식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비교하고 또 대조해 봅니다. 이것을 통해 

현장에서 질문하는 기술을 터득하도록 합니다.

 * 5 why's :  어떤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질문을 다섯 번 거듭함으로써 보다 근원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는 질문법(역자주)

진행자 노트

1 단계: 팀원들에게 두 명씩 

그룹으로 나누어 연습을 하게 

합니다. 각 그룹에서 적어도 한 

사람(A)은 휴대 전화가 있어야 

합니다.

2 단계: A에게 어떻게 새로운 

연락처를 휴대 전화에 

입력하는지 자신의 동료(B)에게 

간단히 말로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3 단계: A가 B에게 앞서 말로 

설명한 것을 이번에는 직접 

눈으로 보여주게 합니다.

4 단계: B에게 A와 같이  

   5 why's 방법을 사용해 보게 

합니다.

5 단계: 팀원들을 다시 모이게 

한 후,“5 why's 방법으로 

어떤 정보를 얻었는가?”를 

물어봅니다. 다음으로“직접 

눈으로 보여 주기 방법으로는 

어떤 정보를 얻었는가?”를 

물어봅니다.

 시간: 

 20-40분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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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인터뷰 방법 개발하기

방법: 인터뷰 기술

보여주기

당신이 인터뷰 대상자의 장소에 있는 경우, 그 사람이 관여하고 다루는 사물, 공간, 도구 

등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사진을 찍고 기록합니다.  

또는 그것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그리기

참가자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그림이나 도표 등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해 달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가설의 오류를 밝혀내고, 그들이 스스로의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리하는지를 드러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5 wHy 'S

다섯 번 연속으로 답변에 대해“왜 그렇지요?”라고 질문합니다. 이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과 태도의 바탕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고 표현하도록 해 줍니다.

생각하고 있는 바를 소리내어 말하기

참가자들이 프로세스를 수행하거나 특정 작업을 실행할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소리내어 설명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방법은 사용자의 동기, 관심, 인식과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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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마인드셋 개발하기

마인드셋: 
초심자의 마음 beGiNNer’S miND 

초심자의 마음을 갖는 것은 특히 친숙한 환경에서 조사를 수행할 때에 이전에 

경험했던 것에서 오는 가정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전에 알고 있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초심자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때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경험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문제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요한 문제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셋 개발하기 DevelOP yOur miNDSet

아래에 소개된 마인드셋 개발 연습은 조사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올바른 사고의 틀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경험이 쌓여 전문가가 되었을 때, 오히려 이러한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이는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세 가지의 사례는 현장에 가기 전에 올바른 마인드셋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초심자의 마음

》 관찰 대 해석

주의

디자인 챌린지에 접근할 때 계속해서 초심자의 마음을 되새길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현장에서 조사를 할 때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직접 해보기

다음은 초심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에 대한 연습 사례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사진을 보고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답해봅니다:

》 무엇이 눈에 띄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 당신은 이 사진을 보았을 때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 떠오르는가?

》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추측하지 않고, 어떻게 초심자의  

    입장에서 사진을 볼 수 있겠는가?

》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나 활동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면, 당신은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진행자 노트

1 단계: 디자인 팀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무엇이 눈에 띄는지 

물어 봅니다. 사람들이 

개인적인 추측(예:“흰색의 

실험실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은 관리자일 것입니다.”)

에 따라 사진 속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2 단계: 과거의 어떤 경험이 

이런 설명을 이끌어 냈는지 

물어 봅니다.

3 단계:‘반대의 논리’를 

사용하여 그 사람이 만든 

가정에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예:“그가 입은 실험실 

가운은 관리감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우 깨끗한 

환경에서 기계를 다루기 위한 

것 아닐까요?”).

4 단계: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경우 어떻게 해석이 바뀔 

수 있는지 물어 봅니다.  

(예:“만약 내가 이 곳에서 

흰색은 종업원들이 입는 

색이라는 것을 알려줬을 때, 

당신은 이 장면을 어떻게 

다르게 볼 것인가?”).

5 단계: 디자인 팀에게 이 

연습에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 

물어 봅니다.

6 단계: 조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초심자의 

마음으로 물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20-40분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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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마인드셋 개발하기

마인드셋: 관찰 대 해석

마인드셋: 
관찰 대 해석 ObServe vS. iNterPret 
당신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은 그들의 행동과 

동기를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면 우리가 

만드는 제품, 서비스 및 경험을 통해 충족되는 물리적, 인지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니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과정은 우리가 지닌 편견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관찰

(observation)과 해석(interpret)을 구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사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나요? 

눈에 보이는 것만 설명하되,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합니다.

직접 해보기

다음 페이지의 사진을 사용하여 관찰 및 해석의 차이를 구분하는 

연습을 해 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서로 다른 해석들을 열거하여 봅니다.

어떻게 하면 실제 상황이 무엇인지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어떤 해석이 올바른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다섯 가지 질문을 열거해 봅니다.

6

진행자 노트

1 단계: 팀에게“이 사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를 물어 봅니다. 해석이 

들어간 대답이 나오는 경우, 

사람들에게 현재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상기시켜줍니다. 

2 단계:“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팀원들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 다섯 가지 다른 

해석을 해보도록 합니다. 

만일 사람들의 생각이 막힌 

경우,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줍니다. 이를테면,“이 

사람은 공공 장소에 빨래를 

널어서 이웃에게 자신의 

부유함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3 단계:“어떤 질문을 하면 

실제 상황을 밝혀낼 수 

있을까?”를 물어 보고, 

팀원들이 관찰한 것에 대한 

적합한 해석을 찾는데 도움이 

될 질문 목록을 작성하게 

합니다.

 시간: 

 20-40분

 난이도:



H DC H DC



70
Introduction

Human Centered Design 

H DC



71
Introduction

Human Centered Design 

H DC

창작하기(cRE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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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의 수입 증대, 캄보디아(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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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청각보조 프로토콜, 인디아(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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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보관과 운반, 인디아(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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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통해 현실 세계에 필요한 솔루션을 내놓으려면, 통합과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보의 범위를 좁히고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단계와, 현실에 대한 통찰을 미래의 기회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의 구체적인 니즈를 대중 및 팀이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 체계에 대한 높은 수준의 통찰로 변환시키는 과정으로, 전체적인 

프로세스 상에서 가장 추상적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기회를 포착한 후, 디자인 팀은 생성적인 마인드셋(generative mindset)

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수백 개의 솔루션을 만들어 내고,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한 뒤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을 통하여 신속하게 

가시화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고객에게 이것이 과연 적합한가

(customer desirability)라는 관점을 염두에 두고 솔루션을 창작하여야 합니다.

창작하기(CREAtE): 
목적

창작하기(Create) 단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 이해하기(MAKING SENSE Of DAtA)

》 패턴 인식하기(IDENtIfYING pAttErNS)

》 기회 포착하기(DEfINING OppOrtuNItIES)

》 솔루션 만들기(CrEAtING SOLutIONS)



H DC

분석을 뛰어 넘는 새로운 방법,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법.

- IDE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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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하기(Create) 단계가 마무리되면, 팀은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 기회(OppOrtuNItIES)

》 솔루션(SOLutIONS)

》 프로토타입(prOtOtYpES)

창작하기(CREAtE): 
결과물
좌뇌(논리적) 사고와 우뇌(창의적) 사고 모두를 사용하여, 이 단계에서는 조사한 

내용을 전략적인 방향 제시 및 구체적 솔루션으로 전환시킵니다.



H DC

창작하기(Create) 단계의 4가지 주요 활동은  

통합(Synthesis),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 및 피드백(feedbac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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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하기(CREAtE): 
이론
통합은 관찰하는 동안 보고 들은 것들을  

이해하는 활동입니다.

통합(Synthesis)은 우리가 영감을 받은 

것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고,  

스토리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방향을 수립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들을 모으고, 편집하고, 
요약하면서, 통합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확립하고 혁신에 대한 기회 
포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판단을 유보하기(Defer Judgment)>,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기초하기(Build on the 

Ideas of Others)> 등의 규칙을 적용하여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입증된 방법입니다.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우리의 생각을 확장하고, 사고의 
제약을 없애 줍니다.

정말 비현실적인 솔루션을 생각해내는 행위는 

때때로 관련성이 높은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촉발시킵니다. 진정으로 영감을 주는 솔루션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100개의(대부분 평범한) 

아이디어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토타이핑은 신속하고 투자비가 적게 드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솔루션을 만들어 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제안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빨리 배우고, 솔루션을 세상에 빨리 

선보일 수 있는 입증된 방법입니다.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은 생각을 
구축하고, 아이디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드는 프로세스이며, 
이는 아이디어를 빠르게 반복적으로 

다듬는데 도움을 줍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다른 측면을 강조하는 

프로토타입을 많이 만들면, 사람들에게서 정직한 

피드백을 받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팀이 

너무 성급하게 미숙한 아이디어에 집착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피드백(feedback)은 구성원들에게 
더욱 설득력이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 프로세스를 
반복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84 H DC

창작하기

접근 방법 개발하기

창작은 깊이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새로운 혁신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방법은 참여적 방식(participatory approach) 

및 공감적 방식(empathic approach)입니다. 이러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 방식 

모두를 사용해도 좋고,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하거나 적절히 다른 기술을 사용하면 됩니다.

접근 방법 개발하기

방법: 
참여적 공동 디자인 
PartiCiPatOry CO-DeSiGN
디자인 팀이 커뮤니티의 구성원 및 지역의 가치체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솔루션을 공동 디자인하는 것은 현지의 지식을 활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창작과정에서 적절하게 참여하였기 때문에, 

디자인의 결과는 지역 상황에 더 잘 맞거나 적용될 수 있는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여적 공동 디자인> 작업 시 고려할 사항들:

》 많은 현지 전문가와 지식이 필요함

》 지역 외부에서 제시된 솔루션은 쉽게 채택되기 어려움

》 커뮤니티에서 dyrn하는 정책

직접 해보기 #1

진행자가 공동 디자인 워크숍을 주최합니다. 과제에 대한 솔루션을 

디자인을 하기 위해 커뮤니티 구성원들 8~20명을 모집합니다. 디자인 

챌린지(design challenge)로 이어지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로 

도전 과제를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에 들려준 이야기들을‘우리가 

어떻게 하면(How Might we)?’으로 시작되는 문장으로 일반화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나‘우리가 어떻게 하면(HMw)?’이라는 

질문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참가자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솔루션을 찾아보고,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적절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진행자 노트

1 단계: 좋은 디자인 팀의 

구성원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확인합니다. 

기준은 상황이나 과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사회적으로 

성공하였거나, 그 지역에서 

존경 받는 사람 또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커뮤니티 일원이 더 

필요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두 유형을 섞을 수도 

있습니다. 

2 단계: 모든 사람들이 

참가하는 공동 디자인 세션 

일정을 1회 이상 계획하고, 

사전에 프로세스와 세션의 

목표를 설명합니다.

3 단계: 커뮤니티의 니즈와 

목표, 그리고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에 주목하면서 공동 

디자인 세션을 실시합니다.

 시간: 

 며칠-몇 주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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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보기 #2

직접 해보기 #3

맥락과 주변 환경을 깊이 있게 고려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공동 

디자인 작업을 합니다. 며칠 또는 몇 주에 걸쳐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우리는 비공식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그 사람들의 집, 일터와 농장, 또는 커뮤니티에서 함께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새로운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 전문가 및 우수 사례를 찾습니다. 다른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누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기는지 물어봅니다. 성공했다고 평가 받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지식을 활용하여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성별

디자인 팀에 여성이 포함되도록 하고, 또한 공동 디자인 과정에 

커뮤니티의 여성이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게 될 

경우, 남편, 아내, 다른 가족 구성원, 심지어 어린이들과도 동등하게 

시간을 배분하여 지내도록 합니다. 공동 디자인 세션을 주최할 때, 

남성과 여성을 섞어서 그룹화할 것인지,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별도의 

그룹으로 구성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 전문가 및 우수 사례를 

찾을 때, 영향력이 적은 그룹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각각 

전문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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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장인들을 공동 디자이너로 참여시키기
NGO와 디자이너 카라 페크놀드(Kara pecknold)는 지역의 천 짜는 직공들과 파트너가 되어 

그들이 손수 짜서 만든 제품의 시장을 넓히고, 그들의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일을 도왔습니다. 

지역의 장인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그들을 공동 디자이너로 참여시켰습니다. 

디자이너는 장인들의 작품을 차별화시키는 방법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무엇이 그들의 

직조 프로세스나 제품을 독특하게 만드는 지를 그림으로 그리게 하였습니다.

몇몇 장인들은 그림 속에서 직조 원료인 나무를 묘사하였습니다. 장인들은 천을 짜기 위해 

아프리카 Great Lakes 지역의 환경을 위협하는 번식력이 좋은 나무 잎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문제를 경제적 기회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림 및 논의를 바탕으로, 그들은 직물의 원재료인 나뭇잎을 핵심 차별화 요인으로 정하고, 

장인들이 그린 이 나무 그림을 기초로 직조물의 로고를 디자인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디자인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인생에 직접 관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참가자와 NGO 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때로는 고르지 않은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참가자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이 시각적 방식으로 디자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언어 장벽으로 인한 문제를 감소시키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례 연구

COvAGA 로고 디자인 프로세스

H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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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하기

접근 방법 개발하기

방법: 공감적 디자인

방법: 
공감적 디자인 emPatHiC DeSiGN 
공감을 통해 솔루션을 개발하는 방법은 디자인 팀의 전문성과 사람들의 현실적 

니즈를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공감의 의미는 디자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문제와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의미합니다. 창작하기 단계(Create phase)

에서 공감적 디자인 방법을 활용하기 전에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들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깊이 이해할수록 공감적 

디자인은 더욱 적절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러나 이 방법의 

어려움은 디자인 팀이 문제를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되고, 깊이 고민하고 

감정을 반영하여 솔루션을 만들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감적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

》 디자인 팀이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 찾고자 하는 솔루션이‘기존에 없던 새로운’것일 때

》 커뮤니티의 정치적 문제 때문에 같이 일할 몇 명의 개인을 선정하기 어려울 때

직접 해보기

가능하면 디자인 팀의 일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가진 커뮤니티 

구성원을 모집합니다.

성별

관점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디자인 팀에 남성과 여성을 포함시킵니다.

주의

공감적 디자인은 사전에 형성된 아이디어와 예측을 현실에 기초한 

조사와 최종 사용자와의 연계성으로 대체해주는 방법은 아닙니다. 비록 

솔루션은 디자인 팀에 의해 만들어 지지만, 그 목적은 디자인 대상의 

사람들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진행자 노트

1 단계: 디자인 팀에게 

구성원들의 이성적인 

측면과 감정적인 측면 

모두를 고려하라고 

요구합니다. 

2 단계: 디자인 팀원들이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판단하려고 하거나 

이질적인 것으로 단정하기 

시작하면, 팀원들의 

작업은 구성원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것이지 그들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환기시킵니다.

3 단계: 공감을 이루기 

위해 이전 <듣기(Hear) 

단계> 에서 디자인 

팀원들이 사람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확인합니다. 

구성원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에 대하여 

팀원들이 여전히 이해나 

공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 현장에 돌아가서 더 

많은 조사를 실시합니다.

 시간: 

 며칠-몇 주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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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인도 마을 어린이들을 위한 눈 관리 서비스 
visionSpring은 개발 도상국에서 성인에게 독서 안경을 판매하는 사업을 어린이에게 종합적인 

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장 조사 후, visionSpring 팀과의 초기 브레인스토밍에서‘경험상 어린이들은 어린이를 위한 

디자인을 좋아한다’는 개념의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visionSpring 팀은 소아 안과 의사 등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동물 모형과 장난감으로 

공간을 장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토타이핑 과정에서 디자인 팀은 어린이를 위한 눈 검사 방법으로 많은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습니다. 디자인 팀은 현장에 나가 많은 프로토타입을 직접 해보기하고 반복해서 

수정하였습니다. 기존의 눈 검사 용지를 사용하여 visionSpring 사와 전문 검안사가 눈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어린이들을 매우 겁먹게 하였으며 몇 명은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더 

친근하고 덜 위협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팀은 장난감과 동물 모형으로 재미있게 눈 검사 용지를 

만들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놀이 같이 되어 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팀은 한 발 뒤로 물러나, 어떻게 하면 눈물을 자극할 만큼 심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소란스런 

놀이 같지도 않고, 적당히 진지한 진단 과정을 유지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였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앉아 팀은 친구들의 옷을 입고 어른 흉내를 내는“집”과“의사”역할을 

떠올리면서, 어린이의 입장이 된 경험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이 역할 교대 놀이에서 영감을 받은 

팀은 왜 어린이에게 권한을 주지 않는가에 대하여 생각하였습니다. 팀은 어린이가 교사의 눈을 

가리도록 하거나, 서로의 눈을 가리는  행위를 직접 해보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재미있게 어른의 

행동을 흉내 냈고, 또래에 의해 겁먹지도 않았습니다.

공감적 디자인은 사용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사용자들이 경험하는 것을 느끼고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팀은 아이들을 위한 안과 진료 경험을 만들기 위하여 

어린이들에게 무엇이 재미있고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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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하기

이야기 공유하기

이야기 공유하기

활용팁 #1

세부 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조사가 끝난 후 바로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그룹의 팀원들이 만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동안 팀의 나머지 사람들은 포스트잇에 메모를 

합니다. 메모는 나중에 기억하기 쉽도록 짧은 정보(한 문장을 

넘으면 안됨)를 담도록 합니다. 그룹이 함께“이 새로운 정보는 

프로젝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이야기하기 

(스토리텔링)을 돕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 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한 때 …”또는 

 “이런 저런 일이 일어난 후 …”등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신체적 감각을 사용하여 짜임새 있는 설명을 합니다.

보고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제를 포함시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주의

피할 것:

》 일반화하기

》 처방하기(그들은 … 했어야 했다 등)

》 가설 세우기

》 단정하기

》 평가 또는 가정하기

이야기 공유하기는 조사 기간에 들은 이야기를, 기회와 아이디어 그리고 솔루션이 떠오르도록 하는 

자료와 정보로 전환시키는 과정입니다. 이야기는 정보의 요약이 아닌 실제 사람과 그들의 삶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는 일반적인 진술이 아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기술이어야 유용합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특정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상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진행자 노트

1 단계: 빈 벽이 많은 방에 

디자인 팀원들을 모이게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팀원들을 둥그렇게 원을 

그리며 앉게 하는 것입니다.

2 단계: 포스트잇 노트와 

마커를 나누어 줍니다. 

테이프로 플립 차트나 커다란 

종이를 벽에 붙입니다.

3 단계: 팀원들이 기록한 것, 

관찰한 것, 생각한 것에 대하여 

말하고 이를 포스트잇에 

메모하도록 합니다. 이야기 

공유 동안에 언급된 모든 

것들을 메모합니다: 개인사, 

가족 구성원, 소득, 바람, 

장애물, 시세, 관찰 등.

4 단계: 팀원 각자가 만난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니다. 한 사람씩 

교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5 단계: 모든 포스트잇 노트를 

벽의 플립 차트나 큰 종이 

위에 붙입니다. 이야기 당 

하나의 큰 종이를 사용합니다. 

한 이야기가 끝나면 다른 

종이를 벽에 붙이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야기 

공유가 끝나면, 수 백 개의 

포스트잇 노트가 붙은 많은 

종이들이 벽에 줄 지어 있게 

될 것입니다.

 시간: 

 4시간-며칠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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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팁 #2

이야기 공유는 팀원들 머리 속의 살아 있는 정보를 기회와 솔루션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공유 지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공유를 위한 몇 가지 기술:

》 이야기를 공유하기 전에 메모, 사진 및 작성물 등을 모읍니다.  

    가능하면 사진을 인쇄하여 참조할 수 있게 게시합니다.

》 한 번에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룹으로 모여서 특정 커 

    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기억하기 쉽게 정보를 작은 조각으로 나눕니다.  

    각 부분은 한 문장보다 길지 않게 합니다.

》 생생한 세부 사항을 설명합니다. 이 시간은 일반화를 위한  

    시간이 아님을 명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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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하기

패턴 인식하기

조사 결과를 파악하는 것은 패턴, 테마, 정보 사이에 커다란 관계를 인식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이 과정은 때로는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매우 보람 있는 과정입니다. 자료 

간의 패턴과 연결을 인식하는 것은 실제 솔루션에 빠르게 이르도록 해줍니다. 선택적으로 테마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시사점 도출하기

》 테마 찾기

》 프레임워크 만들기

패턴 인식하기 iDeNtify PatterNS

방법: 
주요 시사점 도출하기 
extraCt key iNSiGHtS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 통찰은 이전의 숨겨진 의미에 가시성과 명확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통찰은 무엇인가?

》 통찰은 당신이 주목하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 통찰은 개별적인 이야기들에서 중요한 진리를 추론해 내는 것입니다.

》 통찰은 새로운 시각으로 디자인 과제를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인터뷰에서 관찰과 인용을 조합하여 다음과 같은 통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관찰: 농부들은 비록 지식이 제한적인 것을 알지만 농사에 대한 정보를 자신의 

친구와 이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용:“만약 민영화 확대 에이전트 직원이 내 지역 밖에 살고 있으면, 나는 그의 

생산물을 보기 위하여 그의 농장을 방문할 것입니다.”

통찰:‘봐야 믿는다’를 통하여 신뢰 구축 및 지식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진행자 노트

1 단계: 팀원들에게 벽에 붙어 

있는 전체 이야기 중에서 

가장 놀랍고, 흥미롭거나 

자극을 주는 5개의 주요 

포스트잇(이야기, 인용, 관찰)

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2 단계: 이 포스트잇들을 관련 

있는 그룹으로 묶습니다.

3 단계: 각각의 그룹에 대하여 

크게 취할 수 있는 것을 

요약한 간결한 시사점(통찰) 

문장을 새로운 포스트잇에 

적습니다.

4 단계: 포스트잇에 적은 

시사점들을 모두 볼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시간: 

 45-60분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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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팁 #1

활용팁 #2

활용팁 #3

핵심정보 선택하기

이야기들의 정보를 살펴보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제외하도록 

합니다. 세부적인 것을 버리고 놀랍거나 흥미롭거나 찾고자 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유사한 생각을 모아 범주화 하기

서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모아봅니다. 

연관된 몇 가지 정보를 취합하여 범주화하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동일한 수준에서 작업하기

통찰들이 커다란 관점에서 같은 수준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이보다 낮은 수준의 통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더 

높은 수준으로 재정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만약 관점의 

수준을 한 단계 낮출 필요가 있다면 이것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통찰을 알려주거나 지지 해주는 가장 좋은 시사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95H DC



H DC



H DC 97C DH

사례 연구

농부들을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 통찰 찾기
에티오피아에서 IDE 팀은 이야기 공유 활동을 통해 정보를 검토하고 20개의 주요한 통찰을 

찾아 내었습니다.

이들 중 약  절반은  이야기 공유시에 기록되었던 포스트잇에서 직접적으로 찾아낸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동안 팀이 들었던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팀이 확인한 통찰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는 정보를 제공받는 주요 수단이다.

》 황소 빌리는 것을 대체하고자 하는 강력한 니즈가 있다.

》 신용으로 사는 것이 기본이다.

》 대중 매체에서 양수기를 판다.

*  IDE(국제개발사업 : International Development Enterprises)는 저개발국 빈민들이 소득 증대를 통해 가난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1982년  

   적정기술의 선구자 폴 폴락이 조직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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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하기

패턴 인식하기

테마 찾기

방법: 
테마 찾기 fiND tHemeS 
테마찾기는 정보들 사이의 공통점, 차이점, 관계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테고리 찾기와 분류하기

카테고리를 찾거나 분류하여 조사 결과를 정렬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관련 

있는지를 보면서 테마에 함께 속하는 조사 결과들을 묶어 봅니다.

카테고리들 사이의 관계 고려하기

테마들의 패턴 및 대치점을 찾아 서로 연결 지어 봅니다. 테마들이 동일한 

수준에 있는지, 혹은 다른 종류의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지 알아 봅니다.

그룹화 및 재그룹화 하기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분류하여 모으고, 

포스트잇들을 움직여 새로운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지 직접 시도해봅니다.

팀의 의견 구하기

전체 그룹에 초기 분류와 테마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그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른 방법으로 그룹을 만들 수 있는지 직접 시도해봅니다.

직접 해보기

p.O.I.N.t. 기법 사용

이야기에서 확인된 문제와 니즈를 통찰과 테마로 변환시킵니다.

p = 문제(problems)

O = 장애물(Obstacles)

 I  = 통찰(Insights)

N = 니즈(Needs)

t = 테마(themes)

진행자 노트

1 단계: 팀원들에게 그들이 

선정한 주요 이야기와 통찰이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벽이나 게시판으로 가서  

5가지 가장 흥미로운 

인용이나 관찰, 통찰을 

선정하게 합니다. 

2 단계: 선정한 것들을 새로운 

보드에 테마 별로 정렬합니다.

3 단계: 테마가 모두 동일한 

수준인지 확인하고, 만약 

테마가 너무 구체적이라면 

더 큰 아이디어를 찾도록 

합니다. 반대로 테마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내부에 너무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테마를 몇 가지로 분류합니다.

4 단계: 정렬이 끝나면 각각의 

테마에 새로운 제목을 달아 

포스트잇을 붙입니다. 각각의 

테마와 카테고리 사이 또는 

아래에 충분한 공간을 두어 

기회 포착의 다음 단계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시간: 

 30-60분

 난이도:



H DC

활용팁

눈 앞에서 자료를 그룹화하고 변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테마를 만드는 

것은 매력적이고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기술들을 소개합니다:

》 어떻게 분류하고 테마를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하나의 팀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 분류작업에 만족할 때까지 벽에 있는 포스트잇들을 몇 번이고  

    정렬하기

》 대부분의 포스트잇들을 포괄하는 테마가 있을 경우, 몇 개의 작은  

    테마로 나누고 정보들 사이의 연관성 뿐만 아니라 차이점도 검토하기

99DCH



100 H DC

창작하기

패턴 인식하기

방법: 프레임워크 만들기

방법: 
프레임워크 만들기  
Create framewOrkS 
프레임워크는 이야기에서 얻은 특정 정보를 더 큰 시스템 맥락에 대입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프레임워크는 무엇인가?

프레임워크는 시스템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동작하는 각각의 

요소들 또는 관여자를 보여주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자신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좋은 프레임워크는 명확하고 더 포괄적인 방법으로 문제와 관계를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프레임워크가 구성원들, 커뮤니티의 다른 관여자들, 

그리고 당신 조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논의합니다. 핵심 통찰을 바탕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통찰을 찾아내고 추가 

목록에 포함시킵니다.

성별

대부분의 경우, 두 개의 서로 다른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 적합합니다.

커뮤니티의 여성 관점과 남성 관점이 그것이며,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니즈에 별도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다음 질문을 해봅니다:

》 여성의 이야기와 남성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른가?

》 성별이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는가?

》 여성들이 말하는 가족 활동, 소득의 기회와 어려움, 시장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남성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가? 

만약 이런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변이‘예’라면, 여성과 남성을 위한 다른 

기회 영역을 포착할 수 있는 두 개의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진행자 노트

모든 디자인 과제가 

프레임워크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팀이 이 

단계가 과제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 

단계를 건너 뛰도록 합니다.

1 단계: 이야기 공유 중에, 

테마가 더 큰 시스템에 맞거나 

다른 정보와 연결된다고 

느낀다면 더 주의 깊게 듣도록 

합니다.

2 단계: 팀원들이 커다란 

시스템적 구조나 사물들의 

관계에 대하여 전달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그려보도록 요청합니다. 

여기 설명된 예제 프레임워크 

유형을 참조하도록 합니다.

3 단계: 팀원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느낄 때까지 몇 번이고 

프레임워크를 다시 그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주도록 

합니다.

 시간: 

 60분-120분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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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하기

패턴 인식하기

방법: 프레임워크 만들기

활용팁

자신의 프레임워크를 시각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여기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를 반복적으로 

참조해 보도록 합니다.

프로세스 맵

벤 다이어그램

관계도

2x2 매트릭스



102 H DC

창작하기

기회 영역 만들기

기회 영역 만들기 
Create OPPOrtuNity areaS

당신이 들은 것으로부터 테마와 패턴을 이끌어 냈다면, 지금부터는 기회 영역 만들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통찰을 기회로 전환시키는 과정은 현재의 상태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로 

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듯 기회는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위한 발판입니다.

기회 영역이란 무엇인가?

》 기회 영역은 아이디어 창출의 디딤돌입니다.

》 기회는 생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문제나 니즈를 다시 드러내는 것입니다.

》 기회 영역은 솔루션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 영역은 하나의 솔루션 이상이며 팀으로 하여금 많은  

    솔루션을 만들어 낼 수 있게 합니다.

기회 영역 구성하기

가능성 있는 마인드셋을 제시하기 위하여“어떻게 하면 OOO할 수 있을까?”라는 문구로 기회 영역을 

서술합니다.

활용팁 #1

활용팁 #2

 “어떻게 하면 OOO할 수 있을까?”로 각 문장을 시작하고 줄여서 

포스트잇에“어떻게”라고 표기합니다.

통찰에 사용하였던 포스트잇의 색깔과 다른 색의 포스트잇을 사용하여 

기회를 서술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단계에서 통찰과 기회를 시각적으로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행자 노트

1 단계: 팀원들에게 지금은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단계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는 것을 

알려주어, 기회 영역을 

정의할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2 단계: 모든 팀원들에게 

포스트잇 노트와 마커를 

나누어 주고, 팀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OOO할 수 

있을까?”라는 문장을 

바탕으로 그들의 기회를 

찾아 보게 합니다.

3 단계: 적어도 15분 동안 

각각의 테마에 대하여 

기회를 표현해보도록 

합니다. 포스트잇에 

적어서 그 테마 영역 옆에 

붙입니다.

4 단계: 팀의 논의가 

막혔다면, 창의성을 

일깨우기 위한 방법으로 각 

주제 영역의 통찰을 읽어 

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게시된 각각의 통찰에 대해 

적어도 하나의“어떻게 

하면 OOO할 수 있을까?”

라는 문장을 떠올려 보게 

합니다.

 시간: 

 40분-120분

 난이도:



H DC

직접 해보기

기회에 대한 이야기가 특정한 솔루션 같이 들린다면, 다음 예시와 

같이“왜 우리가 이 솔루션을 제안 하려고 하는가?”또는 

 “이 솔루션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것이 해결되는가?”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해봅니다.

통찰력

신뢰 구축과 지식의 공유는‘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솔루션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친구나 이웃에게 기술이나 행동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이 효과적이었다면, 이것이 솔루션입니다.

자신에게 질문: 이 솔루션으로 어떤 니즈가 해결되었습니까?

답변: 현지 정보 수용자들을 통해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지식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

어떻게 하면 현지 정보 수용자들을 더 잘 가르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현지 정보 수용자들이 새로운 기술 실험에 

지원하도록 할 것인가?

활용팁 #3

활용팁 #4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기회 영역을 탐구하는 양이지 질이 아닙니다.

이미 솔루션이 있는 기회 영역이 아닌지 살펴봅니다. 혁신적인 

솔루션을 만드는 핵심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팀이 단번에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브레인스토밍에서 사용할“어떻게 하면 OOO할 수 있을까?”라는 

기회의 표현을 3-5개로 좁혀갈 때, 의도적으로 현재 프로젝트 범위나 

능력을 벗어나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고객이 바라는 

것을 기준으로 범위를 좁혀야 하며, 조직 입장에서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별해서는 안됩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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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하기

새로운 솔루션  

브레인스토밍 하기

새로운 솔루션 브레인스토밍 하기 
braiNStOrm New SOlutiONS

활용팁

브레인스토밍의 7가지 규칙

》 판단은 뒤로 미룬다 
이 시점에서는 나쁜 아이디어란 없습니다. 이후에도 아이디어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디어를 장려합니다 
때때로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디어가 혁신을 만들어 냅니다. 
나중에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킵니다 
 ‘그러나’대신에‘그리고’를 염두에 둡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마땅치 않다면 그것을 발전시켜서 더 좋게 만드는 
것에 도전해 보도록 합니다.

》 주제에 계속 집중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원칙을 지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좌뇌와 우뇌, 논리와 창조적인 측면을 같이 사용하도록 
노력해봅니다.

》 한 번에 하나씩 의견을 나눈다 
아이디어를 경청한 후에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 되도록 많은 의견을 공유합니다 
아이디어의 개수에 대한 목표를 크게 잡고 목표를 넘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아무도 아이디어에 대해 판단하지 않으므로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디어가 빠르게 흐르도록 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조직적인, 운영상의, 혹은 기술적 제약에서 벗어나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브레인스토밍을 원칙이 없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브레인스토밍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약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말 비현실적 솔루션을 떠올리는 연습이 때때로 관련성 높고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냅니다. 

번뜩이는 3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서는 대부분 어리석고 불가능해 보이는 100개 이상의 

아이디어들이 필요합니다. 

진행자 노트

1 단계: 이전 단계에서 작성한 

3-5개의“어떻게 하면 OOO

할 수 있을까?”라는 기회 

문장을 준비합니다. 각각의 

문장을 별도의 벽이나 

보드에 붙입니다. 모두에게 

포스트잇과 마커를 나누어 

줍니다.

2 단계: 사람들에게 

브레인스토밍 규칙을 염두에 

두도록 합니다. 그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요청합니다. 굵은 

마커(펜이 아님)를 사용하여 

모든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하고 각 

포스트잇에 하나의 아이디어를 

쓰게 합니다.

3 단계: 사람들에게 기회 

표현에 관련된 장애 목록을 

작성하도록 요청합니다.

4 단계: 레인스토밍 규칙을 

따르도록 하여 참가자들을 

보호합니다. 아이디어가 

나오는 속도가 느려지면 

사람들에게 워밍업 하는 

동안, 나왔던 장애 목록 중 

하나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장려합니다. 또는 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이야기를 

공유하며 생각을 촉진시킵니다

(예:“어떤 아이디어가 샤샤가 

약물 치료를 계속 받도록 

결심하게 했는가?”). 

5 단계: 아이디어가 정말 

나오지 않으면, 새로운 기회 

영역으로 전환합니다. 하나의 

 “어떻게 하면 OOO할 수 

있을까?”라는 기회 문장에 

대하여 15~30분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시간: 

 45-60분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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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보기

브레인스토밍 워밍업

팀이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열린 생각과 활기 넘치는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파트너와 짝을 이룹니다.‘A’는 자신이 시작하고자 하는 예비 사업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준비합니다.(또는, 가족 휴가로 이벤트를 

계획하고 가고자 하는 장소에 대한 아이디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라운드: 

‘A’가 연속하여 하나씩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B’는 각 아이디어에 대해 반대합니다고 말하고,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2-3분 동안 계속합니다.

2 라운드: 

다음으로‘B’는 사업 또는 이벤트 아이디어를 하나씩 떠올립니다.‘A’

는 각 아이디어에 대하여 찬성합니다고 말하고,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더 크게 만듭니다. 2-3분 동안 계속합니다.

그룹으로 이 두 가지 경험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논의하게 합니다.  

2 라운드 경험은 팀의 성공적인 브레인스토밍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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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하기

아이디어 구체화하기

프로토타이핑은 생각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루션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더 나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프로토타이핑은 스스로 본인의 아이디어에 

빠지기 전에 아이디어를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실체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테스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프로토타이핑이란 무엇인가?

》 생각 구축하기: 프로토타입은 컨셉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회성 도구입니다. 프로토타입은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며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이 그 컨셉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생각하도록 해줍니다.

》 투박하게, 신속하게, 적절하게 만들기: 프로토타입은 정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토타입은 가능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질문에 답하기: 프로토타입이 어떤 질문(예를 들어 적합성, 유용성, 편리성, 가능성 또는 타당성)에  

    대해 답하기 위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프로토타입인가?

》 아이디어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팀이 대답해야 하는 질문을 명확히 하기에 적합합니다.

》 내부적으로 컨셉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논의하고, 외부적으로 컨셉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아이디어 구체화하기 make iDeaS real

직접 해보기

가치 제안 상상하기

아이디어의 가치를 구축하기 위해 각각의 프로토타입마다 다음의  

질문에 답해봅니다.

》 누가 이 아이디어로 혜택을 보는가? 최종 고객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 다른 대안보다 이 아이디어가 왜, 어떻게 더 좋은가?

》 이것이 주는 이익이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 그들이 이 가치와 혜택에 대해 얼마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

》 어떻게 지불 비용을 마련할 것인가?

진행자 노트

1 단계: 2-4명의 동료끼리 

팀을 만들도록 합니다. 모두가 

역할을 맡아 수행하려면 작은 

팀이 바람직합니다. 

2 단계: 각 팀에게 

브레인스토밍 보드에서 

하나의 솔루션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때 선택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두 

팀은‘가장 열정적인’솔루션, 

한 팀은‘실현 가능한’솔루션, 

다른 한 팀은‘극단적인’

또는‘장기적인’솔루션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3 단계: 여기서 설명된 

프로토타입 유형이나 

새로운 것을 사용하여, 

각 팀이 선택한 솔루션을 

30~45분 이내에 가시적인 

솔루션으로 만들어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4 단계: 각 팀에게 5분 

동안 그들의 아이디어를 

전체에게 발표하도록 하고 

1차 피드백을 받습니다. 

각 팀에게 종이 형태 

프로토타입의 경우라도 사용 

경험의 항목을 포함하도록 

니즈합니다. 고객이 그들의 

프로토타입에서 언급된 것 

중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주요 의문점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도록 

니즈합니다.

 시간: 

 45-60분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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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하기

아이디어 구체화하기

활용팁

일반적인 프로토타입 형태

다이어그램:  

맵핑은 공간, 프로세스 또는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디어가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험이 어떻게 변하는지 고려합니다.

모델:  

위에 보이는 제품의 물리적 모델은 2차원의 아이디어가 3차원으로 살아나게 해줍니다. 투박한 

재료를 사용하면 신속하게 낮은 완성도의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토리 보드:  

일련의 이미지 또는 스케치 작업을 통해 전체적인 사용자 경험을 상상해 봅니다.

역할극:  

때로는 팀원들이 구성원 또는 고객의 역할을 맡아 체험해 보면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최고의 감성적 경험을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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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하기

피드백 받기

피드백 받기 GatHer feeDbaCk

솔루션을 제안한 다음, 참가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습니다.

피드백을 요청하는 방법

정직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사람들에게 몇 가지 실행을 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에세 한가지 컨셉만 주어지면 그들은 평가하기를 꺼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컨셉들을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으면, 사람들은 더 정직하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의 피드백을 요청할 것인가

당신이 조사한 곳이 아닌 다른 곳의 새로운 참가자들에게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은 범용적인 솔루션을 

찾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이전에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들을 섞어서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컨셉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최종 사용자뿐만 아니라, 제조, 설치, 서비스 

제공, 유통, 소매 업체 등.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피드백 세션에서 각 프로토타입 마다 피드백을 받고 싶은 적합성 또는 이용 사례에 해당되는 3-4개의 

질문을 준비합니다. 

긍정적, 부정적 피드백과, 팀이 솔루션에 대하여 답해야 하는 새로운 질문 등을 주의해서 기록합니다.

주의

피드백을 받기 전에 아이디어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객들을 다시 참여시키는 것은 솔루션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완벽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피드백은 당신으로 하여금 다시 생각해 보게 하고 

다시 디자인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노트

1 단계: 팀원들에게 자신의 

솔루션을 참가자들에게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를 

준비하게 합니다. 

참가자들에게 배경이 되는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단계: 각 팀이 팀원들을 

대상으로 솔루션 발표 연습을 

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팀원들에게 

간단하고 명료한 발표가 

되도록 도움을 청하고, 조사 

단계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적절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지 

팀원들이 같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단계: 각각의 피드백 

세션에서 일관된 형식으로 

발표될 수 있게 솔루션에 대한 

스크립트를 표준화하도록 

각 팀에게 요청합니다. 

이어서 물어 볼 주요 질문을 

적어봅니다.

4 단계: 고객 그룹에게 

피드백 세션을 소개할 때, 

부정적일지라도 정직한 

피드백을 원합니다는 것을 

설명하고, 팀이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데 적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설명하여 보다 

솔직한 피드백을 받도록 

합니다.

 시간 

 60-90분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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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팁

부정적이더라도 정직한 피드백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솔루션에 너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빨리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가자들에게 솔루션을 발표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활용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판매하려고 하지 말라.

솔루션의 장점, 단점 모두를 강조하며 중립적인 어조로 발표합니다.

그룹 크기를 다양하게 합니다.

먼저 많은 인원의 그룹(10-15명)에게 솔루션들을 발표한 후, 보다 

심도있는 대화를 위해, 솔루션 하나당 한 그룹이 되도록 작은  

그룹들로 나눕니다.

즉석에서 적합하게 변경합니다.

핵심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솔루션의 한 측면이 분명히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제거하거나 변경합니다.

참가자들에게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달라고 요청합니다.

참가자가“이 서비스는 한 개인만이 구매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커뮤니티도 가능한가요?”와 같은 질문을 하면, 그들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이 서비스는 커뮤티니가 구매해야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구매해야 합니까?”또 다른 중요한 질문은“당신에게 더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아이디어 개선을 돕거나 추가적인 비판을 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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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농촌을 위한 보청기 테스트
이 IDEO 프로젝트의 디자인 과제는 인도의 농촌 지역 보청기 사용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최소의 훈련을 받은 현지 기술자가 의료 시설이 없는 

곳에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진단 과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조사 기간 동안, 팀은 보청기 보정과 관련된 제약 사항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보정 지침, 보청기 보정을 위한 기술자 장비, 기술자 훈련 교재 등을 포함한 

프로토타입 과정을 개발하였습니다. 팀은 두 명의 현지인을 하루 동안 기술자로 

훈련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이 기술자들이 마을로 가서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지침을 적용시키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마을에서 그 기술자들의 첫 날을 지켜보면서 팀은 바로 지침의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재 고객에게 이 테스트를 완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팀은 즉시 절차를 단순하게 바꾼 다음, 새로운 기술자 두 

명에게 새로 단순화시킨 지침을 훈련시켰습니다. 다음 마을 방문은 놀랄 만하게 더욱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복잡하다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팀은 세 번째 

단순화를 시도하였고, 마지막 테스트에서 절차가 충분히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피드백을 일찍 받으면 당신의 디자인을 개선하는 방법에 집중할 수 있고, 인위적인 

환경에서 알아내지 못한 디자인 상의 문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와 

같이, 피드백 과정에서는 때로는 디자인을 바꾸고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팀은 지속적으로 배우고 솔루션을 개선하게 됩니다.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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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기(DEL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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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위한 시력관리, 인디아(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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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보관과 운반, 인디아(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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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 수입 증대, 에티오피아(EtHI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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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디자인 팀이 바람직한 다수의 솔루션들을 만들어 냈으면, 다음은 

이들을 어떻게 실현 가능하고 지속적이게 만들 것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달(Deliver) 단계는 최고의 아이디어들을 실행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방법들은 여러분의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실행

(Implementation) 프로세스를 보완하거나, 일반적으로 솔루션이 

전개되는 방법에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달(Deliver) 단계에서 팀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 필요한 역량 파악

》 재무적으로 지속 가능한 모델 만들기

》 혁신 절차 개발

》 모의실험(pILOt) 계획 및 영향력 측정

전달하기(DELIVER):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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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을 실행 단계로 전환시키는 도구들.

- IDE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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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Deliver)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 실현가능성(fEASIBILItY) 평가

》 지속성(vIABILItY) 평가

》 혁신 절차(INNOvAtION pIpELINE)

》 실행(IMpLEMENtAtION) 계획

》 학습(LEArNING) 계획

 

전달하기(DELIVER): 
결과물
이 단계에서 디자인 팀의 과제는 솔루션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만들고, 솔루션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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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에게 솔루션을 전달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개발한 

솔루션이 잘 실행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 

능력과 재무 모델(financial model)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학습 및 반복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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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기(DELIVER): 
이론

기존에 없던 전혀 새로운 솔루션을 

세상에 소개하는 것은 실제 환경의 

맥락 속에서 최소한의 투자와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디어를 직접 

해보기해보는 것을 뜻합니다. 

팀은 최종적인 모의실험을 실행하기 이전에 몇 

가지 소규모 모의실험(mini-pilots)을 만들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모의실험에는 

최종적으로 실행될 프로그램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모의실험에서 NGO

나 사회적 기업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파트너를 모집하고 교육시킬 때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얻기 위해 파트너가 맡게 

될 특정 역할을 미리 경험해보기도 합니다. 

실행(Implementaion)은 완벽한 

솔루션과 지원 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많은 프로토타입, 소규모 모의실험과 

모의실험을 가능한 많이 만들어 보는 

반복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상품화하기 전에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것은 

솔루션을 더 잘 이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조직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달성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성과를 

내고 싶다면, 현재 당신이 알고 있거나 하고 있는 

것과 때로는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과를 내기 위한 분야는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외부 협력관계를 구축하거나 또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 내는 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중심 디자인(HCD) 프로세스는 현 조직이 

가지고 있는 제약사항으로 인해 솔루션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 디자인 프로세스는 당신에게 

새로운 것이 가능하다는 신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당신이 

제공하는 솔루션과 당신이 속한 

조직의 디자인 방식이 동시에 진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인간중심 디자인(HCD)은 지속적인 

학습의 반복 체계 내에서 디자인과 측정 방법을 

통합시켜줍니다. 지속적인 측정, 평가, 반복을 

통하여 개발된 솔루션은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고, 계속 

진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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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기

지속가능한 수익모델 개발하기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 개발하기  
DevelOP a SuStaiNable reveNue mODel

솔루션의 장기적인 성공은 시간이 지나도 지속될 수 있는 수익의 흐름을 디자인해 내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최종 고객에게 제공되는 가치는 솔루션과 관계된 지원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시작점(entry point)

이 되어야 합니다. 지속성(viability) 평가를 위하여 각 솔루션에 대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합니다.

활용팁

1. 고객 가치 제안

》 최종 고객에게 제안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프로토타입 및 고객의  

    피드백을 참조하여 고객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측면을 살펴봅니다.

》 최종 고객에게 이것은 얼마의 가치를 지니는가?

2. 수입원

》 솔루션은 제품인가, 서비스인가? 그렇지 않으면 둘 다를 포함하는가?

》 고객이 얼마를 지불하는가?

》 고객이 어떻게 지불하는가: 현금, 현물, 노동, 또는 다른 것?

3. 이해관계자(Stakeholder) 인센티브

》 이 솔루션은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나?

》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는 무엇인가? 도전 과제 

   (Challenge) 또는 의욕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러한  

    방해물을 피하도록 솔루션을 수정할 것인가?

진행자 노트

한 번에 하나의 솔루션에 

집중하면서 팀에게 다음과 같은 

연습을 하게 합니다. 필요에 

따라 큰 팀을 2-3개의 작은 

팀으로 나누고 각 팀별로 하나의 

솔루션에 집중하게 합니다.

1 단계: 보드나(플립) 차트에 

 ‘고객 가치’라고 적습니다. 

팀에게 각각의 솔루션이 최종 

고객들에게 어떻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게 

합니다. 이야기된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팀에게“최종 

고객에게 이것은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 뒤, 

답으로 나온 숫자를 차트에 

적어둡니다.

2 단계: 별도의 보드나 

(플립) 차트에“수입원”이라고 

적습니다. 팀에게 누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돈을 지불할 것인지를 

파악하게 합니다. 또한,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등을 함께 파악하게 합니다. 

‘직접 해보기’텍스트 상자 

안에 소개된 비용 모델을 사용해 

봅니다.

다음페이지 계속

 시간: 

 30-45분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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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보기

영감을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용 모델을 생각해봅니다. 디자인 

팀에게 아래 목록을 주고 다음과 같이 물어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우리의 솔루션은 무엇이 될 수 있겠는가?”

》 회원제 / 구독제

》 무상 제공하되, 생산된 소득은 나눔

》 제품을 주고 리필을 판매

》 보조금

》 제품을 주고 서비스를 판매

》 서비스만 제공

》 사용한 만큼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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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노트 

(계속)

3 단계: 별도의 보드나  

(플립) 차트에‘이해관계자 

인센티브’라고 적습니다. 

팀에게 솔루션의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자들을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각 관련자들을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이 그룹이 

이번 솔루션에 참여하거나 

도움을 주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솔루션에 

참여하는 데 의욕이 꺾인 

그룹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그들의 

참여를 권장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솔루션을 수정할 수 

있을까요?”

4 단계: 팀을 작게 나누었던 

경우, 그룹을 다시 모아 

내용을 함께 공유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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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새로운 서비스의 수익 모델링  
(reveNue mODeliNG)
현재의 시장 물가와 관련된 솔루션으로, IDE 캄보디아 팀은 고객의 피드백을 통해  

현물 지불(payment-in-kind)의 실현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고객 가치 제안 

》 대량으로 농작물을 파는 곳의 실시간 시장 가격 정보 제공 및 민영화 확대 에이전트 

   (privatized Extension Agent)와의 연결 

》 농장에서 농작물을 수매하여, 선택한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인과의 연결

수입원 

》 사용에 따른 현물 지불(수매 시점의 농작물 판매가에서 비용 공제) 

》 무료 휴대 전화 제공(전화기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 지정된 민영화 확대 에이전트와의 무료 통화

이해관계자 인센티브 

》 민영화 확대 에이전트는 정보 요청에 따른 수수료 징수 

》 농작물 수매상은 농작물을 거래하려는 농민 수를 늘리고 농작물 판매 수익에서 일정 %를 받음 

》 모바일 서비스 제공업체는 민영화 확대 에이전트에 건 통화에 대한 요금 징수; 무료 번호 이외의  

    전화 통화나 문자 전송에 따른 잠재 고객 확대

CH D

*  IDE(국제개발사업 : International Development Enterprises)는 저개발국 빈민들이 소득 증대를 통해 가난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1982년  

   적정기술의 선구자 폴 폴락이 조직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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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기

솔루션 실행을 위한  

역량 파악하기

솔루션 실행을 위한 역량 파악하기  
iDeNtify CaPabilitieS requireD fOr 
DeliveriNG SOlutiONS 

조직 및 파트너가 가진 역량은 솔루션의 실현가능성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커뮤니티 구성원 또는 

최종 사용자가 어디서 어떻게 이 솔루션을 구매하거나 경험하게 될 것인지, 최종 고객의 사용 경험에 대하여 

생각해봅니다. 다음으로 이것을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역량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디자인 팀의 과제는 

다른 파트너 및 채널을 활용하여 솔루션을 전달하는 여러 가지 가능한 모델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각 솔루션을 실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확인하려면, 각 

솔루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 봅니다:

1. 유통(Distribution)

》 어디서,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고객이 이 솔루션을 경험할 것인가?

》 이 솔루션에 어떤 사람들과 경로(Channel)가 관여되는가?

》 어떤 다른 경로를 거쳐 고객에게 다가갈 것인가?

》 이 솔루션을 전달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2. 필요한 역량

》 이 솔루션을 만들고 제공하는 데 어떠한 인적, 생산적, 재정적,  

    기술적 역량이 필요한가? 

》 이러한 역량들 중 우리가 현지에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네트워크의 다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역량을 지닌 파트너가 필요한가?

》 이 목록 중 우리가 키워야 할 역량은 무엇인가?

3. 잠재적 파트너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 우리가 가지지 못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현재 

그들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가?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접근할 것이고, 

이 솔루션에 대해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가?

활용팁

진행자 노트

한 번에 하나의 솔루션에 

초점을 맞추어 팀에게 다음과 

같은 연습을 해보게 합니다. 

큰 팀은 2-3명의 작은 팀으로 

나누어 각각 하나의 솔루션에 

집중하게 합니다.

1 단계: 보드 또는 플립 차트에 

 ‘유통’이라고 적습니다. 팀에게 

이 솔루션을 전달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관련자들을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포스트잇마다 각 

관련자들을 적습니다. 가능한 

전달 방법마다 장단점을 나열해 

보도록 합니다.

2 단계: 별도의 보드 또는 플립 

차트에‘역량’이라고 적습니다. 

각 솔루션 마다 필요한 사람, 

제조, 금융, 기술 역량을 

나열합니다. 이 능력을 현지 

조직이 가지고 있는지, 당신 

네트워크의 다른 곳에 있는지, 

또는 파트너가 필요한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3 단계: 이 솔루션을 위하여 

파트너가 필요한 경우, 

잠재적인 파트너 목록을 

만듭니다. 파트너들의 범위를 

좁힙니다. 최상의 파트너를 

선정하기 위하여 팀이 해야 할 

첫 번째 조치를 나열해 보도록 

합니다.

4 단계: 작은 그룹으로 

나누었던 경우, 팀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생각을 

공유하게 합니다.

 시간: 

 30-45분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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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오늘의 시장 가격’제공  
DeliveriNG tODay’S market PriCeS
캄보디아에서 IDE 디자인 팀은 농부들에게“오늘의 시장 가격”이라는, 실시간으로 농작물 시장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팀은 이 솔루션을 두 개의 주요 파트너 즉, 민영화 

확대 에이전트와 농작물 수집상들과 관련된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모델을 확정하였습니다.

유통

》 중앙 집중의 정보 수집 및 배포 
》 농부의 요청에 따라 민영화 확대 에이전트가 정보 배포 
》 농부는 민영화 확대 에이전트에 거는 무료 통화와 함께 제공된 휴대 전화로 요청 
》 농작물 수집상이 농작물을 수집하고 수수료를 징수

필요한 역량

》 시장 가격 정보를 매일 수집(또는 하루에 여러 번) 
》 시장 가격 정보 집계 및 민영화 확대 에이전트에 배포 
》 휴대 전화를 통한 농민과 민영화 확대 에이전트간의 통신 채널 
》 농작물 수집 및 판매 
》 요금 징수

잠재적 파트너

》 정부의 시장 정보 자료 
》 민영화 확대 에이전트 
》 휴대 전화 기증 프로그램 
》 모바일 서비스 제공 업체 
》 농작물 수집상

CH D

*  IDE(국제개발사업 : International Development Enterprises)는 저개발국 빈민들이 소득 증대를 통해 가난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1982년  

   적정기술의 선구자 폴 폴락이 조직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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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기

솔루션 실행을 위한  

절차 계획하기 

새로운 솔루션이 어떻게 당신 조직을 움직이고 성장하게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각각의 솔루션 

위치를 다음 페이지의 매트릭스에 표시합니다. 솔루션의 위치를 표시하며, 각각의 솔루션이 당신의 

현재 고객 그룹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또는 현재 고객을 확장하는 것인지 자문해 봅니다. 

솔루션이 기존 제안을 확장하거나 수정하는 것인지, 또는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투자 

전략, 미션, 우선 순위 및 위험 감수의 맥락에서 이 정보를 분석합니다. 어떤 솔루션이 조직 내에서 이미 

진행 중인 프로그램과 자연스럽게 맞는지 또한 확인합니다. 

솔루션 실행을 위한 절차(PiPeliNe) 계획하기 
PlaN a PiPeliNe Of SOlutiONS  

주의

기존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범주의 고객들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2을 버는 사람> 대 <하루에 $2 이상 버는 사람>, 또는  

<고객 중 하루에 $1~2도 못 버는 사람> 대 <아직 고객이 아니지만 

하루에 $1~2 버는 사람>.

활용팁 #2

활용팁 #1

때로는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아이디어가 단순히 아이디어를 확장한 

경우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조직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능력은 아이디어를 확장 또는 진화시킬 수 있는 정도입니다. 더구나 

투자자들은 기존 아이디어를 확장하거나 이미 모범 사례로 입증된 

아이디어 방향으로 투자한 조직을 이끌 수 있습니다. 당신 조직이 얼마나 

자신의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가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지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아이디어의 확장, 진화 또는 

혁신을 포함하여 실행 절차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신의 디자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줄 것입니다.

진행자 노트

1 단계: 큰 플립 차트 위에 

매트릭스를 그립니다.

2 단계: 각각의 솔루션을 

포스트잇에 써서 매트릭스의 

적당한 위치에 붙입니다.

3 단계: 솔루션이 

확장에서부터 혁신까지 

분포되어 있는지 분석합니다.

4 단계: 사분 면의 한 면에 

솔루션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어떻게 우리가 OOO 

할 것인가?’라는 문장과 

브레인스토밍으로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시간: 

 30-45분

 난이도:



135H DC

전달하기

솔루션 실행을 위한  

절차 계획하기 

왼쪽 하단의 사분면은 친숙한 사용자와 기존의 제안을 기반으로 구축된 솔루션으로써 점진적 혁신을 

나타냅니다. 진화적 혁신은 기존 사용자에게 새로운 제안 또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기존의 제안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획기적 혁신은 새로운 사용자와 새로운 제안이라는 양측 면을 모두 공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사용자

기
존

 제
안

새
로

운
 제

안

기존 사용자

점진적 혁신 진화적 혁신

진화적 혁신 획기적 혁신

활용팁 #3

솔루션의 실행 절차에 공백이 있는지를 솔루션의 분포로 확인합니다. 

매트릭스의 어느 부분이 비어 있거나 꽉 차 있는가? 그렇다면 빈 부분을 

채워주는 솔루션 개발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조직이 브레인스토밍 단계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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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솔루션 실행절차 계획하기  
CreatiNG a SOlutiONS PiPeliNe
캄보디아에서 IDE 디자인 팀은 그 조직이 대상 그룹을 잘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솔루션이 매트릭스의‘기존 사용자’측면에 맞아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루션은 

최근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알맞은 새로운 제안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솔루션이 

사분면의 왼쪽 아래에 위치한 기존 고객에 대한 기존 솔루션에 부합하는 솔루션에서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의 솔루션이 다른 사분면으로 확장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조직이 

처음에는‘획기적인’혁신 아이디어에 매료되지만, 현실적으로 기존의 능력이나 고객에 집중하는 

혁신 실행절차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됩니다.

CH D

*  IDE(국제개발사업 : International Development Enterprises)는 저개발국 빈민들이 소득 증대를 통해 가난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1982년  

   적정기술의 선구자 폴 폴락이 조직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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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기

실행 일정 세우기

실행 일정 세우기  
Create aN imPlemeNtatiON timeliNe

솔루션을 실행 일정에 배치합니다. 점진적 혁신은 일정의 초기에, 획기적 혁신은 더 멀리에 배치합니다.

하나의 솔루션이 관계를 형성하고 파트너를 만들기 시작할 때 다른 솔루션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솔루션 간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이와 함께 어떤 솔루션이 투자 받은 프로그램의 지원금액 내에서 실행 

가능한지 또 어떤 솔루션이 새로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지 고려해봅니다.

활용팁

조직 내에서 각 솔루션의 챔피언을 지정하면 추진력을 유지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직접 해보기

최종 솔루션을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각각의 솔루션들을 일련의 

단계로 나누어 봅니다. 팀에게 다음 2주 동안 각 솔루션을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무언가 해보기를 독려합니다. 일부 솔루션의 경우 2주 

안에 모의 실험을 실시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솔루션의 경우 2주는 

더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하게 하거나 파트너와 연락하는 첫 단계를 

수행하는 것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노트

1 단계: 포스트잇으로 일정표 

(예: 2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를 만들고 사무실 벽에 

붙입니다.

2 단계: 일정표를 따라 각 

솔루션에 대한 실행 가능성 

평가나 포스트잇을 붙입니다.

3 단계: 다음 단계를 맡을 

챔피언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시간: 

 15-30분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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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기

실행 일정 세우기

2 주

1 달

3 달

6 달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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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기

소규모 모의실험  

계획하기와 반복하기

소규모 모의실험 계획하기와 반복하기  
PlaN miNi-PilOtS & iteratiON

각 솔루션의 절차마다 살아있는 아이디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의 단순한 소규모의 투자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배우는 방법 중 하나는 대규모 모의실험 또는 그 전에 

소규모 모의실험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각 소규모 모의실험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질문을 해 봅니다:

》 이 아이디어를 실험하는데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 이 소규모 모의실험으로 답을 얻고자 하는 핵심 질문이 무엇인가?

》 소규모 모의실험이 성공 했는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성별

소규모 모의실험이나 모의실험 또는 실행 계획을 세울 때, 때때로 성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초기에 이해했다면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필요성을 적절히 조치하여 

솔루션을 반복적으로 실행하거나 변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모의실험을 계획할 때, 실행 단계에서 여성의 역할이 남성과 어떻게 다른지 

고려해야 합니다. 각 솔루션마다 여성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해 봅니다:

》 고객

》 인적자원

》 수혜자

》 파트너

답변에서 여성의 역할이 남성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이것을 포함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반복해서 수정해야 합니다.

진행자 노트

1 단계: 팀을 솔루션 별로 

소그룹으로 나누어 다음 

페이지의 워크시트를 

작성하게 합니다.

2 단계: 그룹간 서로의 소규모 

모의실험 계획을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도록 합니다.

3 단계: 누가 가장 빨리 다음 

단계를 수행할 것인지를 

확인하고 첫 번째 수행날짜를 

정합니다. 

 시간: 

 45-60분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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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보기

솔루션마다 다음 단계 계획을 세우는데 소규모 모의실험 워크시트를 

사용합니다.

각 소규모 모의실험 후에는 디자인 팀을 다시 소집하여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 고객의 불만 또는 시스템 장애물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공된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소규모 모의실험, 직접 해보기 및 성공 측정을 반복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전체 크기 워크시트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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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기

소규모 모의실험  

계획하기와 반복하기

소규모 모의실험 계획 워크시트

》 상황(누가, 어디서, 언제) 및 시간:

적은 비용, 적은 투자로 이 솔루션을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2주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 질문:

이 컨셉과 이것이 고객에게 얼마나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핵심 질문은 무엇인가?

》 자원:

이 솔루션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사람, 자금, 허가)은 무엇인가?

》 성공 여부 측정 방법:

솔루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누구에게 성공적인가?

솔루션 명칭: 
 
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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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기

소규모 모의실험  

계획하기와 반복하기

》 배운 점: 》 배운 점: 》 배운 점:

》 자원: 》 자원: 》 자원:

》 질문: 》 질문: 》 질문:

》 측정: 》 측정: 》 측정:

확인 날짜 확인 날짜 확인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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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기 

학습계획 세우기

학습계획 세우기 
Create a learNiNG PlaN

새로운 솔루션의 디자인 및 실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배우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과 평가 모두 

사람들의 삶에서 솔루션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간중심 디자인에 있어서 

디자인과 평가는 연결되는 하나의 연속된 프로세스입니다.

초기 디자인 과정에서, 당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로 프로토타입을 만든 후, 아이디어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피드백을 

구했습니다.

 솔루션을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솔루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배우고, 솔루션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귀중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이 끝나고 모니터링과 평가활동들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디자인과 

평가를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직접 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이디어가 실행되면, 팀은 계속해서 사용자들로부터 이야기를 수집하고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듣기 

단계에서 사람들로부터 수집한 이야기들은, 솔루션이 개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팀으로 하여금 아이디어가 더욱 

효과적이고, 적절하고, 비용에 있어  효율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실행에 도움을 줍니다.

이야기 및 피드백뿐만 아니라 지표 및 결과를 추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솔루션이 실행된 후에 

가능하며, 솔루션의 영향뿐만 아니라 투자대비수익(rOI)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스톤 사이트인 keystoneaccountability.org에서‘효과적인 계획 

및 학습 방법’을 참조합니다.

fsg-impact.org/ideas 사이트에서 fSG에서 출판된‘평가 도구’를 

참조합니다.

진행자 노트

1 단계: 듣기 단계에서 

수집한 이야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변을 해봅니다: 

초기 조사에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의 

아이디어가 성공적이라면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까?

2 단계: 실행 이전, 실행 중, 

실행 이후 단계의 이야기를 

더 많이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합니다. 가능하면 

확실한 연구를 위하여 당신의 

아이디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인구 통계학적 

유사 그룹을 찾아 정보를 

수집합니다.

3 단계: 질적 및 양적 학습 

방법을 통합하기 위한 전략을 

만듭니다.

4 단계: 팀이 지속적인 

학습과 새로운 솔루션에 대한 

영감을 받는 과정의 하나로 

측정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디자인 과제를 제기하도록 

격려합니다.

 시간: 

 45-60분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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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기 

학습계획 세우기

학습 고리

이야기, 피드백, 지표 및 결과는 경험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배우는 방법입니다. 

인도에서의 깨끗한 물의 저장과 수송을 위한 프로젝트에서 솔루션의 잠재적 영향력과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 모두를 활용했었습니다.

스토리

피드백

지수

결과

• 니즈 평가  

• 맥락 이해  

• 기준개발   

• 영감 얻기

•  아이디어 평가  

•  솔루션 순위 정하기  

•  아이디어 반복 수정   

•  실행 계획 세우기

• 진척 상황 점검   

• 아이디어 선정   

• 솔루션 반복 수정  

• 의도치 않은 결과 파악

• 영향 평가   

• rOI 평가   

• 새로운 기준 개발  

• 다음 과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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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기

학습계획 세우기

방법: 지표 추적하기

방법: 
지표 추적하기
지표는 솔루션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이러한 효과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도 있으며 의도한 것이거나 의도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진행자 노트

1 단계: 팀에게 변화 이론과 

전체적인 이해관계자 영향 

평가표를 다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2 단계: 각각의 이해관계자 

및 단계에 집중해서 알고자 

하는 정보를 나열합니다. 

예를 들어 솔루션이 여성의 

소득 기회 증대에 집중하는 

것이고 커뮤니티의 남성이 

이해관계자라면, 솔루션이 

남성과 여성 모두의 소득과 

시간 배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을 것입니다.

3 단계: 각각의 이해관계자 및 

단계에 대한 질문: 추적해야 

할 선행 지표가 있는가? 

추적할 수 있는 유사 지표가 

있는가? 어떻게 인식과 

참여를 측정할 수 있는가? 

어떻게 발생하는 변화의 

역학을 추적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

4 단계: 가능하면 구성원들과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이 

과정에 참여시킵니다.

 시간: 

 120분-180분

 난이도:

지표의 종류

선행 지표

솔루션의 영향이 나타나기에는 종종 몇 달 또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 지표를 추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목표가 원치 않는 임신 수치를 감소시키는 것이라면(효과 확인에 최소  

9개월), 선행 지표는 피임률이 되겠지만, 목표가 농가의 소득 증대라면 선행 

지표는 이전 계절에 고부가가치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의 수가 될 것입니다.

유사 지표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 디자인 과제가 신뢰 또는 

예방에 관한 것일 때 특히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목표가 

충족되었는지 결론 내릴 수 있는 지표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 

제공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의 경우에 사람들이 의사와 간호사에게 

묻는 질문의 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뢰의 

유사 지표로 질문하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인식

목표가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참여하게 하거나 도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면,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이 솔루션 또는 디자인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인식을 측정하는 것은 솔루션의 영향이 얼마나 클지를 

이해하는데 좋은 초기 지표입니다.

참여

인식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를 측정하는 

것이 때로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표가 지역 예술품을 수출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여성의 소득 증가라면,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참여하는 여성의 수가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지역 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지표가 됩니다.

역동적 변화

새로운 솔루션이 도입되면, 시간의 지남에 따른 커뮤니티와 가정 내에서의 

또는 환경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혀 예상치 

못했거나 때로는 긍정적이고 때로는 부정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실행 

과정에서 이러한 변화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일찍이 감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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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때때로 팀은 긍정적이고 의도된 결과만을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영향을 보려면, 솔루션의 부정적인,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찾아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활용팁 #1

활용팁 #2

이 솔루션이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지 자신에게 물어 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목표가 가계 수입의 

증가라면, 더 많은 여성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초기 지표가 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목표가 어린이들의 예방 접종 증가라면, 일상 생활 속 

대화에서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고가는 것이 지표가 될 수 있습니까?

아이디어가 다른 그룹에 초점을 맞춘 경우라도 솔루션이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노인, 힘있는 자와 힘없는 자에 미친 효과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솔루션이 의도하지 않은 대상일지라도, 그 그룹이 

솔루션의 실행 및 활용에서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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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기

학습계획 세우기

방법: 결과 평가하기

방법: 
결과 평가하기
결과를 측정하는 것은 학습 사이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솔루션이 미친 영향에 

대한 적절한 평가 없이는 디자인 다음 단계의 방향이나 목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 실행자, 투자자, 디자인 팀, 그리고 

커뮤니티 - 에게 중요합니다. 결과 측정은 어디에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미래를 평가하고 계획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진행자 노트

 

1 단계: 평가에는 

구성원, 커뮤니티 리더, 

정부 요원, 투자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과 

및 영향 평가 계획을 

세울 때, 되도록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을 평가 

및 학습 계획 작성에 

많이 참여시킵니다.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볼 때, 이해관계자들은 

각각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2 단계: 팀에게 다양한 

질적 및 양적 측정 방법에 

대해 논의하게 합니다. 

모범 사례로 시도된 방법을 

참조하고,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방법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해봅니다. 

이 중 어떤 것이 과제에 

적절한 방법입니까? 이러한 

방법 중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목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3 단계: 팀으로 하여금 

솔루션을 개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해, 질적 및 

양적 방법이 적절히 혼합된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시간: 

 60분-120분

 난이도:

주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실행자, 수혜자, 또는 디자인 팀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단계를 디자인의 연속이며 학습의 기회로 바라볼 

때, 결과 측정은 모두에게 보람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활용팁

측정 과정을 반복합니다. 정량적 측정에서 학습에 기초한 이야기 및 

피드백으로 돌아가고, 이야기와 피드백을 양적 연구를 위한 변수를 

발견하는데 사용합니다.

직접 해보기 #1

평가 결과를 성찰과 새로운 디자인 과제를 만들기 위한 기회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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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기

학습계획 세우기

방법: 결과 평가하기

직접 해보기 #2

전체적인 영향 평가

솔루션, 프로그램 또는 개입의 영향을 평가할 때,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연습을 해보거나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해 봅니다.

1. 당신의 솔루션과 긍정적, 부정적 또는 중립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도표로 그리거나 나열합니다. 많은 관련자들이 포함된 

목록을 만들어 봅니다. 마인드맵 형식이 이 연습에 적합합니다. 팀이 

초점을 맞추지 못했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합시킵니다(예를 들어, 

투자자, 직접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해당 커뮤니티 또는 인접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 그리고 동물, 환경, 천연 자원 등). 자주 참조할 수 있는 곳에 

도표나 목록을 비치합니다.

2. 솔루션의 효과를 보고 추적할 때마다 목록이나 도표에 효과를 

기록합니다. 솔루션에서 이득을 보는 관련자들과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는 관련자들의 색을 달리하여 표시합니다. 가능하면 표준화된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효과의 가치를 표준화합니다.

3. 배운 것을 활용하여 솔루션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긍정적 효과를 높여 

부정적 효과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4. 솔루션의 전체적 가치를 평가합니다. 점점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솔루션을 개선하기 위해, 팀이 지속적으로 배우고 도전하는 

방법으로 이 연습을 사용합니다.

진행자 노트

 

1 단계: 시스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나열하거나 

도표로 부착합니다. 마인드맵을 

작성하려면 먼저 대형 포스터 

또는 보드에 솔루션의 이름을 

적습니다.

2 단계: 솔루션과 솔루션의 영향을 

받는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선을 

그어 연결합니다.

3 단계: 각 주요 이해관계자로부터 

선을 긋고 솔루션의 영향을 받는  

2차 이해관계자들을 나열합니다.

4 단계: 계속해서 인간과 인간이 

아닌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도표로 

나타내 봅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어떤 이해관계자가 솔루션의 

결과로 더 좋아지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평가해 

봅니다.

5 단계: 긍정적 및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개발합니다.

6 단계: 사람들이 자주 참조할 수 

있는 곳에 도표를 비치합니다. 

도표 그리기 섹션에서 배운 것과 

생각을 담아, 팀이 배우고 토론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문서가 

되도록 합니다.

 시간: 

 60분-120분

 난이도:

영양 개선

투자자 고용주

부모

아이

형제

환경

물

살균

NGO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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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기 위한 조치 
iNterveNtiONS tO  
reDuCe uNPlaNNeD PreGNaNCy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기 위한 미국에서의 IDEO 프로젝트는 과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포트폴리오의 측정 및 평가 도구가 활용되었습니다. 

디자인 팀은 먼저 통계를 수집하고 원치 않는 임신에 관한 보고서를 읽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젊은 여성들이 왜 원치 

않는 임신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대책을 디자인하는데 활용할 도구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현장에 나갔습니다. 팀은 이성적인 논리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는데 거의 역할을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젊은 여성의 주요 의사소통 수단이 SMS 문자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 내었습니다.

이러한 이해에 따라 젊은 여성들이 피임약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여성이 지시된 대로 피임약을 먹도록 상기시켜 주는 SMS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아이디어를 여러 방법으로 

실행하고 피드백을 받았으며, 어떤 것이 작용하고 어떤 것이 작용하지 

않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어체 대화 형식의 간단한 

SMS 서비스가 치료 및 권위적인 말투로 쓰여진 메시지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SMS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 

소규모 모의실험을 같이 개시할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이 방법으로 추가 

학습과 반복적 개선이 가능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로 여러 파트너들이 모여, 많은 수의 젊은 여성들이 이용하는 

실용적인 웹 사이트와 함께 SMS 솔루션을 실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규모 모의실험 동안 팀은 웹에서의 클릭에 기초한 행동과 같은 지표를 

추적할 것입니다. 또한 팀은 증거가 되는 행동 변화의 일화를 수집하기 

위해 병원 직원들을 인터뷰하고, 참여적 방법으로 프로그램의 성공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의실험이 완료되고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팀은 덧붙여 최종적으로 낙태와 원치 않는 임신의 감소 비율 등의 통계 

증거로 나타날 성과를 추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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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이드

인간중심 
디자인



》 작성할 것:

• 워크시트: 모집 계획

• 워크시트: 조사 일정

• 워크시트: 아이덴티티, 권력과 정치적 관계

》 터득할 것:

• 활용팁: 관찰

• 활용팁: 대화

• 활용팁: 논의 가이드

• 활용팁: 문서화

• 연습: 커뮤니티 특성

• 연습: 자원 흐름

• 연습: 요인(fACtOrS)과 영향력(fOrCES)

• 연습: 제안 과정

• 연습: 기대치

》 가져갈 것들:

• 카메라

• 비디오 카메라(선택 사항)

• 펜 및 마커

• 참가자용 선물(선택 사항)

》 브리핑용:

• 중요 사항 기록하기

도입: 

현장 체크리스트
이 현장 가이드는 성공적으로 그룹 회의 

및 개별 인터뷰를 이끌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줍니다.

이 가이드에는 현장에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예비연습, 성공적인 인터뷰를 위한 

활용팁, 마음 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인터뷰의 중요한 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 

장소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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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참가자 모집은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양 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민족, 계층, 성별 균형을 

고려합니다.

당신이 인터뷰나 미팅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 또한 힘든 

부분입니다.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당신이 대화를 나눈 사람들의 리스트와 

다음에 대화를 나눌 계획이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관리합니다.

》 그룹 회의 장소

그룹 회의 장소 예:

장소 1: 경기도 안성 마을

고유 특성: 계절성 홍수

장소 1: 

고유 특성:

장소 2: 

고유 특성: 

장소 3:

고유 특성: 

워크시트: 

모집 계획

》 개별 참가자 유형:

참가자 유형 예:

성공한 지역 주민

생계가 어려운 사람

도시에 친척이 있는 대가족

여성이 가장으로 있는 가정

참가자 유형:

 

 

 

 

 

 

 

여성 참가자들을 위하여, 

인터뷰 진행자는 가족 구성원 

중 남성이나 커뮤니티 리더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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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시트: 

조사 일정

》 날짜

7월 7일 08:00 - 10:00(준비 시간 포함)

》 활동

장소 1 그룹 미팅

》 팀 리더

2개 팀: 재인 & 철수

》 세부사항

각각 10명으로 구성된 2개 그룹/ 남녀 혼성

현장에 나가면 여러 가지 조정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미리 계획을 하면 할수록,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을 대비하여 신속하게 조정할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상했던 것보다 두 배나 많은 인원이 모였을 경우, 진행자의 수를 늘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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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시트:

아이덴티티,  
권력과 정치적 관계

》 인종 및 민족

커뮤니티에서 민족, 인종 및 부족의 

구분이 중요한가?

이러한 문제가 조사나 디자인 

과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는가?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것인가? 

》 성별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불평등한가?

가정 안 또는 바깥에서 남자와 

여자의 활동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조사나 

디자인 과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는가?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것인가?

》 계층 및 수입

커뮤니티가 계층 또는 소득에 

따라 나누어지는가?

소득 및 계층의 차이가 조사나 

디자인 과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는가?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것인가?

》 사회적 약자

이 커뮤니티에서 사회적 약자  

(예: 토지 무소유, 아동, 장애인 

등)가 있는가?

이러한 그룹의 관점이 조사나 

디자인 과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는가?

어떻게 이 사회적 약자의 관점을 

조사에 포함시킬 것인가?

》 엘리트

이 사회에서 누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엘리트인가?

그들의 영향력이 조사나 

디자인 과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는가?

조사과정에서 어떻게 엘리트의 

영향력을 완화시킬 것인가?

커뮤니티와 개인을 조사하는 것은 때때로 구성원들의 아이덴티티, 권력과 정치적 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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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팁: 

관찰
사람들이 합니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은 종종 일치하지 않습니다. 맥락을 고려하여 

관찰하는 것(In-context Observation)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행동하는 

것, 느끼는 것을 이해하는데 유용합니다.

맥락을 고려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평소에 

생활하는 실제 환경을 같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장에서 그들과 만나면서 듣게 되는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보여주고, 새로운 

솔루션에 대한 영감을 떠올려줍니다.

때때로 직접 과정을 경험해보는 것은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언제든지 가능하면 고객의 

입장에서 직접 그들의 활동을 경험해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농장에서 농부와 함께 하루 동안 함께 일하기 

》 며칠 동안 특정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 

》 환자와 같이 진료소 찾아가기

관찰 기간 동안 아래의 내용을 찾아봅니다:

》 즉시 행동을 바꾸게 하는 것

》 대안 및 적응

》 바디 랭귀지

》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 놀랄만한 것

》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본인의 추측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비이성적’이라고 보이는 것

활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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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을 고려한 인터뷰(In-context Interview)는 

상대방의 가치, 소원, 좌절과 포부를 탐구하는 

긴 대화(대개 한 시간 반 이상)입니다. 대화는 

아래의 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들으려고 하는구나 느낄 

정도로 시간이 충분히 길어야 하고, 그들이 겪은 

지난 과거의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당신의 디자인 챌린지(Design Challenge)

를 파악하기 위해 충분히 유용한 정보를 얻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적절히 초점을 맞추어 

진행합니다.

예상치 못한 통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방적인 대화로 느껴질 만큼 일반적이어야 

합니다.

진심을 주고 받으면서 상대방이 편안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합니다. 

상대방이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당신이 

대표하는 조직이 아닌 자신을 위한 대화라고 

느끼게 합니다.

》 개방형(open-ended) 질문을 하거나, 한 단어보다  

    더 긴 설명을 필요로 하는 질문을 합니다.

》 메모를 동시에 하더라도 집중해서 듣습니다.

》 질문지를 따르지 않고, 역동적인 대화를 이끌어  

    나갑니다.

》 길게 침묵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허용합니다

》 (아무리 당신이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기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 사람들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식과 그들이 당신과 다르게 사물을 받아들이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 참가자 또한 전문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활용팁: 

대화

활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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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예시
》 구체적으로 시작하기

참가자들이 편하게 느끼며 응답할 수 

있는 간단하고 구체적인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칭찬과 간단한 소개로 

시작하여 참가자의 현재 생활에 대한 

질문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인터뷰하는 사람과 교감을 

형성하고,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 상황, 

가족 구성과 농사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범위 넓히기

참가자가 생활, 사업과 미래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하는 더 크고 일반적인 주제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의 희망과 미래에 

대한 꿈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장벽에 대해 물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삶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고, 

그들 앞에 서있는 것이 무엇이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경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깊게 탐구하기

현재의 디자인 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하고,‘만약에’라는 시나리오를 

써보게 합니다. 인터뷰의 마지막 절반은 

당신의 디자인 과제에 집중된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참가자에게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 구체적으로 시작하기

1. 농장 인구 구성 

당신 농장에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당신 농장을 구경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2. 지난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 

지난 해와 비교하여 올해의 수확은 어떻습니까? 내년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나빠질 것으로 보십니까?

3.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은 무엇을 합니까? 여성과 남성이 하는 다른 일은 

무엇입니까?

》 범위 넓히기

4. 미래에 대한 소원 -‘소원 카드(Aspiration Card)’를 사용 

당신이 미래에 희망하는 것을 나타내는 3장의 카드를 선택합니다. 당신은 어떤 

것을 왜 선택하였습니까?

5. 시스템 기반 질문 -‘요인과 영향력’워크시트를 사용 

원의 가장 안쪽은 가정을 나타냅니다. 중간 원은 커뮤니티, 

바깥 원은 국가와 세계를 나타냅니다. 

이 원들의 어떤 요인이 당신 농가의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까?

6. 가정(또는 커뮤니티) 자원 흐름 -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가정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그리거나 쓰게 합니다.

7. 농사와 마케팅에 대한 정보를 누구에게서 얻습니까? 커뮤니티 내에서? 커뮤니티  

밖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누가 최고의 정보를 줍니까?

》 깊게 탐구하기

8. 혁신 과제에 대한 구체적 질문(예: 대출과 위험에 대한 인식).  

어떤 상황에서 커뮤니티 사람들이 신용이나 담보 대출을 받습니까? 당신은 신용 

대출을 받은 적이 있나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받지 않는 이유는?  

최근에 크게 구매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안 여정(Journey of an offering)’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질문합니다 - 500달러 대출을 제안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9. 상쇄 개념 

그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향후 가능성 있는 하나의 제품, 서비스 또는 협약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적당히 자극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활용팁:

농사에 대한 논의 안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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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시작하기

1. 가족 구성 

당신 가정에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당신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은 무엇을 합니까?

2. 가족 활동 

가족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어른과 아이들이 하는 일은 어떻게 

다릅니까? 여성과 남성의 활동은 어떻게 다릅니까?

3. 맥락, 가치 

당신/가족/커뮤니티의 삶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같거나 

다릅니까?

》 범위 넓히기

4. 미래에 대한 소원 -‘소원 카드(Aspirat ion Card)’를 사용 

당신이 미래에 희망하는 것을 나타내는 3장의 카드를 선택합니다. 

당신은 어떤 것을, 왜 선택하였습니까?

5. 개인(또는 가정) 건강 흐름 - 워크시트를 사용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그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거나 나쁘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거나 쓰도록 합니다.

6. 시스템 기반 질문 -‘요인과 영향력’워크시트를 사용 

원의 가장 안쪽은 가정을 나타냅니다. 중간 원은 커뮤니티, 바깥 원은 

국가와 세계입니다. 

이 원들의 어떤 요소가 당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까?

7. 누가 커뮤니티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가정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가장 덜 건강합니까? 그들이 더 건강해 지려면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당신은 건강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어떻게 답을 구합니까? 

어디서 최고의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까?

》 깊게 탐구하기

8 . 혁신 과제에 대한 구체적 질문(예: 백신에 대한 인식, 질병으로 인해 

의사가 방문했을 때 비용/가치에 대한 선택).  

최근 당신 가족 중에 의사를 방문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9. 상쇄개념 

그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향후 가능성 있는 제품, 서비스 또는 협약 

조건을 만듭니다. 가정 및 질문을 통해 상쇄개념의 아이디어를 만듭니다. 

간단하게 하나의 아이디어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체적으로 시작하기

참가자들이 편하게 느끼며 응답할 수 

있는 간단하고 구체적인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칭찬과 간단한 소개로 

시작하여 참가자의 현재 생활에 대한 

질문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인터뷰하는 사람과 교감을 

형성하고,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 상황, 

가족 구성과 농사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범위 넓히기

참가자가 생활, 사업과 미래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하는 더 크고 일반적인 주제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의 희망과 미래에 

대한 꿈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장벽에 대해 물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삶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고, 

그들 앞에 서있는 것이 무엇이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경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깊게 탐구하기

현재의 디자인 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하고,‘만약에’라는 시나리오를 

써보게 합니다. 인터뷰의 마지막 절반은 

당신의 디자인 과제에 집중된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참가자에게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인터뷰 예시

활용팁:

건강에 대한 논의 가이드

163



관찰 기간 동안 당신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맛본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이 경험을 

기록한 뒤 사무실로 가져와 현장에 없던 

팀원들과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모, 사진 또는 녹음 등을 포함하여 대화를 

문서화합니다. 현장 가이드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 또는 

녹음기를 가지고 갑니다.

일이 일어난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처음의 해석을 기록합니다. 이 

중요한 정보는 종종 기록에서 빠지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가 끝나는 즉시(또는 24 시간 이내),  

‘중요 사항(highlights)’워크시트를 사용하여 

대화의 큰 그림을 바로 옮겨 적습니다. 오래 

지체할수록 더 많은 정보와 구체적인 내용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파트너와 같이 일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한 사람이 인터뷰를 이끌어가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기록과 문서화를 담당합니다.

두 사람의 경험, 인식과 해석을 비교하고, 매일 

자연스럽게 역할을 바꾸어봅니다.

활용팁

기록을 문서화할 때:

》 자세한 개인 정보(가족의 수, 면적, 농작물, 식습관, 위치)

》 의역하지 않은 직접적인 문구 인용 

   (그리고 당신의 즉각적인 해석)

》 그 사람의 말과 더불어, 표현과 감정

》 환경 속에서 그들이 다른 사람 및 사물들과 교류하는 방법

》 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들

》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순간  

    또는 물건들

활용팁: 

문서화

164



이 연습은 다음의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 그룹 인터뷰 

》 참가자들의 긴장 완화 

》 이 세션 이후 함께할 개인을 선정할 때(때때로  

    지역 사회의 눈, 귀 또는 입이 되는 사람)

》 1 단계:

당신이 커뮤니티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하는 다른 역할들을 이해하고 싶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 2 단계: 

그룹에게 커뮤니티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예: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커뮤니티 밖에서 찾아 커뮤니티에 전달하는 사람). 

사람들은 개인을 지목하기 꺼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당신은 단순히 

하나의 예를 찾는다고 상기시킵니다.

》 3 단계:

그룹에게 왜 이 사람이 눈과 귀인지를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가능하면 그 사람이 해당 역할을 했던 지난 

달에 일어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적절한 항목에 기록합니다.

》 4 단계:

입, 머리, 마음  또는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느끼는 

항목에 대하여 반복합니다.

커뮤니티 특성 워크시트

EYES

EArS

HEArt HANDS

MOutH

BrAIN

fEEt

이 활동은 혼합, 남성 또는 여성 그룹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혼합 그룹에서 남성이 지배적인 경우에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해당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봅니다.

커뮤니티 또는 정부의 지도자가 함께하고 있는 경우, 이 활동은 때때로 매우 정치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분위기 때문에 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 활동을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성별

활용팁

연습:

커뮤니티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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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EYES)

귀(EArS)

마음(HEArt)

손(HANDS)

입(MOutH)

두뇌(BrAIN)

발(fEEt)

》 연습 No. 1



》 1 단계:

참가자 또는 참가자의 자녀 중에  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작성을 부탁하고 없는 

경우, 참가자 또는 인터뷰 주도자가 작성하도록 

합니다.

》 2 단계:

참가자가 페이지의 왼쪽에 가계 수입의 모든 

항목을 적도록 합니다.(다양한 작물, 가축, 노동 

등을 포함)

》 3 단계: 

참가자가 페이지의 오른쪽에 가계 지출의 모든 

항목을 적도록 합니다.(종자, 기술, 교육, 의료 

비용 등 포함)

》 4 단계:

참가자가 이 페이지에서 가장 큰 소득과 지출 

항목에 동그라미 하게 합니다. 대신 나열된 모든 

항목에 순위를 매기게 할 수 있습니다.

》 5 단계:

열거된 항목 중 여성이 관리하는 항목과 남성이 

관리하는 항목을 구분하게 하여 워크시트에 

적도록 합니다.

》 개별 인터뷰

   워크시트 NO. 2A 사용

이번 연습은 다음 항목에 도움이 됩니다:

》 그룹 인터뷰 

》 개별 인터뷰 

》 1 단계:

그룹 내에 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지 

물어보고(보통 십대가 자원합니다.) 지원자가 없는 

경우, 인터뷰 진행자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받아 

적도록 합니다.

》 2 단계:

지원자가 있다면 그룹과 함께 페이지 왼쪽에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수입 항목을 모두 적게 합니다.

(다양한 작물, 가축, 노동 등을 포함)

》 3 단계:

다음으로 그들에게 페이지의 오른쪽에 커뮤니티 

지출 항목을 모두 그리거나 말하게 합니다.(종자, 

관개 기술, 교육, 의료 비용 등 포함)

》 4 단계:

그들에게 이 페이지에서 가장 큰 소득과 지출을 

차지하는 항목에 표시하게 합니다.

》 5 단계:

필요한 경우, 그들에게 돈의 액수가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순으로 순위를 매기게 합니다.

》 그룹 인터뷰

   워크시트 NO. 2B 사용

때때로 문화에 따라 남성 또는 여성 한쪽이 가정의 의사 결정과 재정을 모두 담당하기도 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때로는 남편을 인터뷰하는 그룹과 아내를 인터뷰하는 그룹으로 팀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인터뷰 후 이야기를 교환하여 확인하거나 비교할 수 있습니다.성별

연습:

자원 흐름 파악하기

자원 흐름 워크시트

2A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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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No. 2A



》 연습 No. 2B



》 연습 No. 3



이번 연습은 다음 항목에 도움이 됩니다:

》 그룹 인터뷰 

》 개별 인터뷰 

》 한 사람의 즉각적이고 개인적인 니즈와    

    상황을 넘어서는 대화로 확대하기 

》 풍부한 대화를 위해, 상충되는 의견을 가진  

    커뮤니티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초대하기

Different cultures will often determine 

whether the man or the woman is in charge of 

decision-making and finances in the home. 

If one person is dominating the conversation, 

invite the input of the other. Sometimes it is 

helpful for the design team to split up into 

two groups—one to interview the husband and 

one to interview the wife. this enables you to 

cross-check and compare stories after the 

interview. 

요인과 영향력 워크시트

》 1 단계: 

그룹에게 그들이 번창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과 영향력을 이해하고자 한다고 알려줍니다.

다이어그램을 설명합니다: 

》 안쪽 원은 커뮤니티입니다. 

》 두 번째 원은 국가입니다. 

》 세 번째 원은 세계입니다.

》 2 단계: 

커뮤니티, 국가, 세계의 어떤 요소가 커뮤니티를 

번창하게 하는지 물어봅니다(예, 건강, 업무 

윤리, 학생 등). 커뮤니티 수준에서 시작하여 

바깥쪽 원으로 넓혀갑니다. 적절한 원에 기록을 

합니다.

》 3 단계: 

세계, 국가, 커뮤니티의 어떤 요인이 커뮤니티가 

번창하는 것을 저해하는지 물어봅니다. 

(예, 폭력, 연료 비용, 법적 지위, 재산 소유권, 

기후 변화, 세계화 등). 적절한 원에 기록을 

합니다.

》 그룹 인터뷰

》 1 단계: 

참가자에게 그들이 발전하고 번창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과 영향력을 이해하고자 

합니다고 알려줍니다.

다이어그램을 설명합니다: 

》 안쪽 원은 참가자와 참가자의 가족입니다.

》 두 번째 원은 그들의 커뮤니티입니다.

》 세 번째 원은 그들의 국가와 세계입니다.

》 2 단계:

가족, 커뮤니티, 국가의 어떤 요인이 그들의 

가족을 번창하게 하는지 물어봅니다. 가정 

수준에서 시작하여 바깥쪽 원으로 넓혀갑니다. 

적절한 원에 기록을 합니다.

》 3 단계: 

국가, 커뮤니티, 가정의 어떤 요인이 그들이 

번창하는 것을 저해하는지 물어봅니다. 적절한 

원에 기록을 합니다.

》 개별 인터뷰

성별

어떤 문화에서는 혼성 그룹 세션의 여성들이 조용히 앉아만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은 공유할만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답변을 받을 때에“다섯 사람들로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남녀를 대표하는 다섯 명의 사람들을 

지목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의 후반부에, 무엇이 커뮤니티나 가정의 여성구성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어 봅니다. 다른 요인이 있는 경우 기록하도록 합니다.

연습:

요인과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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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습은 다음 항목에 도움이 됩니다:

》 개별 인터뷰

》 처음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고려하는  

    사항에 대한 이해

제안 여정 워크시트

》 1 단계: 

참가자에게 구매 결정을 할 때 무엇을 고려하는지 

알고 싶다고 알려줍니다.

》 2 단계: 

참가자에게 최근에 구입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 3 단계: 

참가자에게 다음의 카드(말하기, 둘러보기, 

비교하기, 직접 해보기, 돈)를 보여주고, 구매를 할 

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물어봅니다.

말하기: 당신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았습니까? 누구와 왜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당신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구매 

후 제품에 대해 누구와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보기: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디서 경험하였습니까? 

당신은 그때 무슨 생각을 하였습니까?

비교하기: 어떤 다른 선택사항을 고려하였습니까? 

이것과 또 무엇을 비교하였습니까?

성별

때때로 문화에 따라 가정 내 의사결정과 재정을 담당하는 성별이 결정됩니다. 남성이 대화를 

지배하는 경우, 그의 설명을 먼저 듣고 나서 여성에게 그녀의 관점에서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종종 남편을 인터뷰하는 그룹과 아내를 인터뷰하는 두 그룹으로 팀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인터뷰 후 이야기를 교환하여 확인하거나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은 잠재적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논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팁

연습:

제안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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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대출받기(GEt CrEDIt)

둘러보기(LOOK At MArKEt)저축하기(SAvE)

비교하기(COMpArE)직접 해보기(trY)

말하기(tALK)







이번 연습은 다음 항목에 도움이 됩니다:

》 참가자들을 그룹 및 개별 인터뷰에  

    참여하게 하기 

》 사람들에게 미래에 바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게 하기 

》 사람들이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편하게  

    말하게 하기  

소원 말하기 연습 워크시트

》 1 단계: 

참가자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바람에 대하여 알고 

싶다고 알리면서 시작합니다.

》 2 단계: 

당신이 희망과 바람에 대한 다양한 그림의 카드 

세트를 가지고 있다고 참가자에게 알려줍니다.

》 3 단계: 

참가자들에게 카드를 살펴 본 후 그들의 미래에 대한 

바람을 나타내는 세 장의 그림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 4 단계: 

참가자가 그림에 대해“이것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경우, 그들이 생각하는 무엇이라도 가능하다고 말해 

주거나, 그림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경우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5 단계: 

참가자가 그림들을 선택한 후,“어떤 것을 

선택했나요?”라고 물어 보고, 선택한 그림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왜 그것을 

선택했나요?”라고 질문한 후 그림과 설명 모두를 

기록합니다.

참가자들에게 그림에 대한 해석을 해주지 않고, 그들에게 자신만의 해석으로 어떤 

그림인가를 설명하게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서도 

여러분에게 다른 설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처음 연습을 마친 후 참가자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세 장의 

그림을 선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디자인 과제 또는 여러분이 작업 중인 커뮤니티에 따라 다른 종류의 그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적절한 그림을 찾아 프린트하고 기존의 

그림에 추가하도록 합니다.

활용팁

활용팁

연습:

소원 말하기 연습

직접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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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인터뷰  

 개별 인터뷰 

》 날짜:

》 장소: 

》 이름:

참가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참가자(들)가 말했거나 당신을 놀라게 한 것 또는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

인터뷰를 통해 발견한 주제 또는 학습 내용: 다음 인터뷰에서 탐구할 새로운 주제 또는 질문:

워크시트: 

중요 사항

》 활동 종류:

 맥락 몰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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