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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Thinking :

세계적인 디자인 이노베이션 컨설팅 기업 IDEO에서 창안된 개념으로, 사람(사용자,고객)을 공감하여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문제를 제대로 찾아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통해 혁신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철학이자 방법론을 말합니다.

•

디자인씽킹은 디자이너의 감수성과 작업장식을 이용하는 사고 방식으로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고 공감능력을 기본으로 합니다.

•

참여하는 소비자는 기업이 고객, 공감에 기반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

디자인 씽킹은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완벽한 아이디어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

사람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공감을 바탕으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디자인 씽킹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

무엇이 보이는가?

무엇이 떠오르는가?

무엇이 끌리는가?

What is ?

What if ?

디자인씽킹의 이해와 마인드셋

3분 인사이트 : 창의력 발상의 비밀

프로토타이핑 예시와 사례

프로토타이핑 테스트

공감/문제정의 실습

아이디어 도출

프로토타이핑 실습

관찰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피드백

What Wow ?

무엇이 통하는가?

What wor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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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인터뷰, 공감맵, 고객여정지도

Points of view 통한 재구성

How Might We 활용한 아이디어 도출 : 질문, 브레인라이팅, 스케치, 설명 등 활용
스케치/만들기/시나리오 활용한 프로토타이핑

평가, 관찰, 피드백
Wrap-up

디자인씽킹 핵심 마인드1 : 행동지향성
Intro. Question
[토의] 자신에게 도전적이거나, 버거운 과제가 주어질 때 마음은 어떤가요?

[조 실습] DVDM 기법 활용

[개별 실습] 개별 적용점 성찰
Definition

Value

교육의 참가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Difficulty

Method

행동지향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 조별 작업의 내용을
토대로 자신에게 필요한 적용 포인트를 적어보며
구체적으로 미래를 다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씽킹 핵심 마인드2 : 공감하기
주제선정 및 간단 인터뷰 질문개발
[포스트잇 작성] (같은 직무로 구성 시)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 적어본 뒤 (2-3개) 해결해볼 문제 선정
[실습/롤플레잉] 인터뷰 연습: 핵심 질문 목록 제시 또는 5 Why기법 활용한 인터뷰 롤플레잉

[실습] EMPATHY MAP 작성 (포스트잇 활용)

[실습] 고객여정지도 작성 (포스트잇 활용)

EMPATHY MAP

고객이 직면하는 상황에 대한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 문제를 겪는 고객/사용자의

디자인씽킹의 기법으로, 전체적인 청사진을 볼 때 고객이

Says, Thinks, Does,

직면하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볼 때 용이하여 공감하

Feels를 적어보며

기 프로세스 진행 시 활용도가 높은 과정입니다.

문제을 겪고 있는 고객의
니즈와 관점을 발견할 수 있는
디자인씽킹의 공감하기의
기법 중 하나입니다.
1) 인터뷰 롤플레잉을 통해 찾아본 고객의 니즈와
2) 경험 상 알게 되었던 니즈를 작성해보고 분류해보며
고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디자인씽킹 핵심 마인드3 : 문제 정의하기
[실습] Points of View (POV) 통한 문제의 재구성
Points of View (POV)를 통한 문제의 재구성이란, 해결책이 아닌 문제에서부터 창의적인 문제해결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고객의 진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며, 문제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여 문제 상황 또는 사례의 근원적인 원인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문제는 복잡한 환경, 관점, 다양한 영향을 주는 요인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에 필요한 과정입니다.)

Tip. 질문을 재구성하는 방법

[실습] 진짜 문제의 발견

문제를 바라보고 던지는 질문에서부터 변화를 주는 방식을
활용하여 접근합니다.
1)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분명한 해법에서 한 걸음
멀어지기
2) 관점을 바꾸기 : 지금까지 바라보던 관점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질문을 함
3)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을 드러내기
4) 저항이나 심리적 장애를 극복할 방법을 모색하기
5) 반대편에서 생각하기

Points of View를 통해
고객/상황/프로세스의 진짜 문제를 발견하고,
디자인씽커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재정의합니다.

디자인씽킹 핵심 마인드4 : 아이디어 도출
[실습] How Might We (HMW) 질문으로 아이디어 도출
How Might We “어떻게하면 ~을 ~할 수 있을까?”는, 단순한 질문이지만 효과적인 아이디에이션 방법으로
→ 에듀콤에서는 Step1.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
Step2 “그 해결책이 문제해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질문과 답”하며
상위 단계를 찾는 반복 단계를 거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실습] 다양한 기법을 통한 아이디어 개선, 구체화
디자인씽킹 프로세스를 수행하며 활용할 수 있는
브레인라이팅 / 스케치 등과 같은 다양한 기법들을 소개하고,
적용하고 싶은 기법을 적용하며
HMW로 도출해 낸 아이디어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화와 토론 그리고 합의를 통해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개선 및 구체화 작업을 실시합니다.

디자인씽킹 핵심 마인드5 : 시제품 제작 & 테스트
[실습] 스케치/만들기/시나리오 프로토타이핑
아이디어의 구체화 작업을 거친 후,
스케치/만들기/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시제품을 제작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 개선된 프로세스를 만들거나 시제품을 제작합니다)

[실습] 프로토타입의 테스트
STEP 1.
완성된 시제품을 시간 흐름에 따라 롤플레잉하며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STEP 2.
테스트 과정을 관찰하며 개선사항 또는 착안점 등을 적어보고 팀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