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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신 사업 발굴 및 교육 창의성 배양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이에 대하여 디자인 

창의 발상법이 각광받고 있다. '디자인사고'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방법은 아직 제안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과 유사하게 발전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분야 아이디어 발상 프로세스와 

디자인 분야를 비교하여 '디자인사고'를 바탕으로 한 배우고, 영감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선택하며, 협업하는 5 단계 프로세스를 가진 방법론시스템과 이를 적용한 

'아이디어 공유 오픈 플랫폼'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을 창의 인재, 프로덕트, 프로세스 중 창의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규정하고 분석하였다. 창의 발상 프로세스에서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개인 능력 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간의 협업이 중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테크놀로지의 협업을 이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생산과 디자인 프로세스가 

사용자 참여 디자인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후 테크놀로지 

아이디어 발상 프로세스의 변화와 디자인 아이디어 발상 프로세스의 변화를 

비교하여 각각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연구하여 해결 방안 프로세스를 도출하고 이를 

디자인 리서치 과정에 적용하여 구체화하였다. 프로세스의 구체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시각화, 아이디어 프로세스, 아이디어 협업의 세 관점에서 보완하였다.  

보완된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하여 기존 그룹 내의 시스템에서 확장하여 

구성원 뿐만 아니라 해당 이슈에 관심을 가진 외부 리소스를 참여시킬 수 있는 소셜 

네트워킹을 적극 활용한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개방형 협업 창의 발상 

시스템(OCCIS)을 개발하였다. OCCIS 는 '디자인사고'에서 제시한 3 단계 과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5 단계로 발전 되었고,  '아이디어 공유 오픈 플랫폼(MOA)'의 1 차 , 

2 차 프로토타입이 개발되었다. 상세 인터렉션 디자인 및 비쥬얼 디자인, 그리고 

휴리스틱 평가와 사용성 평가 과정을 거쳐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디자인사고'의 창의적 발상 방법론을 구체화하고 서비스 플랫폼으로 개발되어진 

본 연구 결과의 '아이디어 공유 오픈 플랫폼'은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 창의성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행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혁신, 창의 발상, 디자인 사고, 협업, 오픈 플랫폼 

학번 : 2009-30328 / 이름 : 이 지 선 / Email : jisunlee@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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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새로운 비즈니스를 끊임없이 발굴하는 가장 혁신적인 그룹으로는 

『비즈니스위크』지에서 매년 발표하는 애플, 구글 등을 들 수 있겠다. 테크놀로지의 

급격한 발전은 기존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변형하여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기존 마켓이 와해되면서 새로운 기술이나 상품이 마켓을 점령하는 's-curve' 1 를 

나타낸다. 이러한 's-curve' 는 불연속성(Discontinuity)을 가지고 있어서 경쟁자가 

시장으로 유입되면 기존의 산업을 와해시키는 새로운 's-curve'가 생성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는 특히 

테크놀로지 관련 분야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신생기업들이 기존의 강자에게 

강력한 위험으로 자주 나타난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로 인해 테크놀로지 분야의 기업들에게 '창의성(creativity)'과 '혁신 

(innovation)'이 강조된 경영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규모의 

경영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기업경영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삼성의 경우 

1990 년대 초 디자인경영을 언급하면서 2006 년 이후로는 창조경영에 대한 방안이 

추진되어왔다. 삼성의 경우 디자인 경영이 보여준 기업 혁신의 하나의 요소로서 

디자인을 한정 짓는 한계성 대두 이후, 혁신을 경영 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창조경영을 대두시켰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미비하여, 이를 위한 창의 

인재등용, 창의성 교육, 예술 등의 고급문화 노출을 통한 창의성 증대 등 불분명한 

시도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실행측면에서 본다면 'TRIZ'2, 'ASIT'3 

등의 창의적 발상 방법론의 교육 및 '두바이' 등의 '해외사례 벤치마킹', '창의적 리더쉽' 

등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것들의 실질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예는 그리 많지 않다. 삼성의 경우를 포함하여 국내 기업들에게 실용적 창의적 

                                            
1 S-Curves는 R&D에 있어서 투자와 관련된 상품의 퍼포먼스의 전형적인 패스를 보여준다. 

이 방법은 기업역량과 테크놀로지상의 몇 개의 리서치 자료를 종합하여 소개되었다.  
2 TRIZ(러시아어: Teoriya Resheniya Izobretatelskikh Zadatch 약자)는 구 소련 Genrich 

Altshuller에 의해 제창된 창의적 문제 해결에 대한 체계적 방법론이다. 주어진 문제에 대하

여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정의하고, 그 결과를 얻는 데 관건이 되는 모순을 찾아내어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안을 얻을 수 있도록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으로 정의할 수 있다. 
3 ASIT(영어: Advanced Systematic Inventive Thinking)는 창의적 사고기법의 한 가지로 복잡

한 트리즈(TRIZ) 원리를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도구. 사고의 의도적 제한

을 통해 무한한 사고의 자유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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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기법이나 창의 발상 방법이 아직까지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창조경영에 대해 모호한 논의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안 Web 2.0 과 

맞물려서 '소셜 네트워킹(social networking)' 4 , '크라우드소싱 (crowdsourcing)' 5 

등으로 형성되는 비즈니스들이 대거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헨리 체스부르의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6  등이 부각되고 있다. 오픈 비즈니스 모델은 

투명성에 기초하여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외부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자사 

비즈니스에 활용하며, 내부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다른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외부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내부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open in), 그리고 내부 지식이 외부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open out)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비즈니스 모델과 테크놀로지 분야의 급격한 변화와 시장요구는 기업의 

상품 개발프로세스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디자인 분야에서도 시장의 변화에 

따라 '사용자 경험 디자인(User Experience Design)'은 사용자와 함께하는 '사용자 

참여 디자인(co-design)'으로 발전되고 있다.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아예 사용자가 

스스로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리서치에 의존하지 않고 사용자들의 

아이디어들을 직접 받아들이는 오픈에 의한 변화 바람이 거세다. 이러한 바람과 

맞물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방법론으로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를 비즈니스에 접목하려는 노력 또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신규 비즈니스 

발굴을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을 수용해야 한다는 맥락으로 보여질 수 있겠다. 이러한 

오픈을 차용한 신규 비즈니스를 발굴하기 위한 창의적 발상과 이를 수행하는 

프로세스에서 디자인 역할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시스템 

개발을 연구하고자 한다.  

 

 

 

                                            
4 소셜 네트워킹(영어: Social Networking)은 자신의 관심과 활동을 타인들과 공유하면서 인

맥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5 크라우드소싱(영어: crowdsourcing)은 생산 및 서비스 개발과정을 소비자나 대중에게 개방

하여 생산 효율을 높이고 수익을 참여자와 공유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6 헨리 체스부르 (2009) 『오픈 비지니스 모델』, 은행나무, 119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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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범위 및 목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테크놀로지 분야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신 사업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디자인 프로세스는 사용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고 또한 

'디자인 경영(Design Management)',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 등으로 그 

역할이 확산되고 있다. 디자인 프로세스에서도 '필드 리서치(Field Research)'나 

'에쓰노그라피(Ethnography)'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잠재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좀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용자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자 참여 

디자인까지 제안하고 있다. 이는 최근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픈 

소싱'과 '크라우드 소싱'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쉽게 내고 

이것을 실제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다른 사용자들과 함께 만든 신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할 수 있겠다. 이는 디자인과 테크놀로지 분야 모두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하여 커뮤니케이션과 사회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디자인과 

테크놀로지가 점점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상함에 있어서 '테크놀로지 분야의 아이디어 

발상방법'의 변화흐름과 이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디자인 측면의 아이디어 

발상방법'의 변화를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각각의 구체화된 사례 분석을 통하여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현재 디자인 발상 방법에 보완되어야 할 것을 살펴보고 이를 

결과로서 추출한다. 7 [그림 1] 

                                            
7 Ji Sun Lee, Juhyun Eune (2009) 『Design Ideation Method Adaptation for Creative 

Concept in Technology Industry』, IASDR 2009 

[그림 1] 창의적 발상을 위한 디자인 제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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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디자인 사고'의 프로세스와 비교하여 실질적인 세부 방법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아이디어 발상 시스템을 구현하여 실제 

사용자들에게 이용토록 하는 검증과정을 거쳐 보다 실용적인 프로세스와 구체화된 

방법론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범위를 요약하면 '디자인사고'를 중심으로 한 '아이디어 발상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 프로세스화하여 이를 적용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표는 '디자인 방법론'이 적용된 창의적 발상 프로세스와 이를 적용한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여 비즈니스, 교육 및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 사고를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 연구 방법 

 

연구 방법으로 '창의성'을 본 연구 범위에 맞도록 정의하고 '창의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요소와 디자인과의 변화 연계성을 연구 한다. '디자인 사고' 측면에서의 

창의적 발상을 테크놀로지와 디자인 측면에서의 '창의 사고 발상 방법론'에 대입하여 

문제제기를 통하여 문제의 요소를 정리하며 제기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형태의 

솔루션 및 현상을 정리한다.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이면서 실용적인 '디자인 

사고'에 근거한 창의적 발상을 위한 접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보완된 해결방안 

프로세스를 도출하고 이것을 실제 프로젝트에서 실행하여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실행 

요소를 발굴한다. 도출된 프로세스와 상세 실행 요소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사례조사를 통하여 상세 개발 내역을 규정한다. 이 내역을 근간으로 실제 쓰일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을 설계하고 이 플랫폼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본 연구가 

제시하는 프로세스의 효용성과 가치를 검증하는 단계를 진행한다. 특정 주제를 

부여하고 이를 개발된 프로토타입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직접 아이디어를 

개진하게 하고 이에 대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시스템 효용성 및 프로세스 타당성을 

증명 하고자 한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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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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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정리 
 

혁신 Innovation 

기업의 경영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창조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현존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더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행위 조직의 능력을 의미한다.  

창의, 창의성 Creativity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조직에 있어서 각자 업무의 

참된 목적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달성하고자 독자적인 발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발상 Ideation 

발상이란 생각을 떠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의식, 무의적 사고 작용하는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해서 발상이라고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개발하며 커뮤니케이션 

하는 창의적 프로세스를 말한다.  

테크놀로지 Technology 

기술의 광의의미보다 좁은 의미의 테크놀로지 산업을 가리키는 IT 등의 정보기술 

분야 및 컴퓨테이션 기술을 이용한 개발 분야로 한정한다. 특히 테크놀로지 지식 

습득과 관련된 분야는 프로그래밍 및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이루어진 피지컬 컴퓨팅 

분야로 한정한다.  

디자인 Design 

최종적인 계획 혹은 제안의 형식 또는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제안 이나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결과의 명사적 의미 보다는 문제해결, 솔루션을 위한 시작부터 계획 

등을 포함한 프로세스라는 동사적 의미로 디자인을 간주한다.  

디자인 사고 Design Thinking  

분석적 사고에 기반을 둔 완벽한 숙련과 직관적 사고에 근거를 둔 창조성이 

역동적으로 사고를 이루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본다.   

플랫폼 Platform 

장(場)의 의미로써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환경이자 공간을 의미하며, 하나의 장에 

여러 가지 의미를 끌어들여 사용자가 이익을 누리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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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집단창의프로세스로 디자인이해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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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창의성  

 

테일러(Taylor)는 많은 아이디어가 도출된다면 효과적인 솔루션의 축적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지며,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 일수록 효용가치는 더 높아짐을 

주장하였다.8 또한, '창의성'에 대한 정의는 몇 세기에 걸쳐 개발되고 진화 되어 왔고 

정의 안에는 '창의적 프로세스(Creative Process)', '창의적 인재 (Creative Person)', 

'창의적 프로덕트(Creative Product)'라는 세가지 컨셉을 포함하고 있다.9 이 세가지 

컨셉 관점과 테일러의 주장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2-1-1. 창의 프로세스    

창의성의 초기 정의는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개인이 가진 내부의 창의적 

프로세스에 의해서 규정되었다. 보덴(Boden)은 "창의 프로세스를 개인의 개념적 

공간의 탐험과 변형"으로써 규정하였다. 10  가보라(Gabora)는 "기억을 위치가 있는 

지도를 인간의 마음이 가지고 이것을 신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기억공간에서 

불러내는 개념적 공간의 탐험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신경들 간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개념적 공간의 변이로 보았다. 11  쾌스틀러(Koestler)는 

"창의성을 이중연계적(bisociative) 프로세스로 이전에 관련이 없었던 생각의 

행렬(matrices of thought)들을 각각 연결시키는 것"으로 보았다.12  

또한, 『아이디어 창출 방법』을 저술한 제임스 영(Jame Young)은 광고업에 

종사한 오랜 경험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 "아이디어란 

기존 요소의 새로운 조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결론짓고 있다. 13  즉 

                                            
8 Robert J. Sternberg (1988) 『The Nature of Creativity: Contemporary Psychological 

Perspectiv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99 - 121 pp. 
9 Andy Warr and Eamonn O’Neill (2005) 『Understanding Design as a Social Creative 

Process』, C&C’05, 119 pp. 
10 Boden, Margaret (1999) 『Computer Models of Crea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 Gabora, L. (1997) 『The Origin and Evolution of Culture and Creativity』, Journal of 

Memetics - Evolutionary Models of Information Transmission, Available at 

<http://cogprints.org/794/1/oecc.html > 
12 Arthur Koestler (1990) 『The Act of Creation』, Penguin Books 
13 Brian Scott Glassman (2009) 『 Improving Idea Generation and Idea Management In-

order to Better Management the Fuzzy Front End of Innovation』, ETD Collection for 

Purdue University, 11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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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획기적이며 신선한 아이디어라도 그것은 머릿속에 전혀 없었던 무언가가 

갑자기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이 사고의 점프에 의해 

조합되어 탄생되는 것이고, 그 조합이야말로 디자인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사물의 관련성을 발견해내는 재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주장되고 있으며 

얼핏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도 깊이 통찰해, 심층에 내재된 

본질적인 연계 고리를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게 한다. 게임크리에이터인 

미야모토 시게루는 아이디어를 "여러 문제를 단 한번에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문제를 개별로 생각하지 않고 각각의 제약조건 속에 깔려 있는 공통부분을 읽어내는 

아이디어라는 바늘로 절묘하게 연결시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생산들이 합해져서 생각의 행렬을 이루고 이러한 

것들은 한 개인보다는 한 사람 이상의 그룹에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 생각의 행렬은 단지 참여하는 것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 '창의 

프로세스'는 우리의 생각과 환경에 대한 복합 행렬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정보화 

시대로 오면서 좀더 다양한 사회적 환경과 다수의 생각이 결합하는 형태가 되는 

'창의 프로세스'로 발전되어 오고 있다.  

 

2-1-2. 창의적 인재     
1950 년 대에 창의성에 관한 정의는 '창의적 인재'로 접근되었다. 창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창의적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덜 창의적인 사람보다는 창의적인 

인재가 개념적 공간 탐험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어떻게 해야 '창의적 인재'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성격테스트', '행동테스트' 등의 다양한 개인의 창의성 

테스트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창의성 테스트는 '전문가'에 의해서 개발되고 소개되어 

왔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 인재'를 판단하는 다양한 기준들이 제시되어져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테스트들은 명확하게 창의적 인재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규명하고 있지 못하며 테스트 결과에 대하여도 아직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 마라카스와 엘람(Marakas and Elam)은 다른 사람들의 창의성에 대한 

가능성을 비교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14  

                                            
14 George M. Marakas and Joyce J. Elam (1997) 『Creativity Enhancement in Problem 

Solving: Through Software or Process?』, Management Science Vol. 43, No. 8 (Aug., 1997), 

1136-1146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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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창의적 프로덕트  
'창의적 프로덕트(product)'의 정의는 예를 들면 관찰자의 미적 응답을 불러 

일으킬만한, 창의적인 표식(sign)이 반영된 프로덕트를 의미한다. '독창성(novelty)', 

'타당성(appropriateness)'을 포함한 프로덕트들을 가리킨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생각의 행렬들이 복합되어진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새롭거나 

일반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을 독창적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보덴(Boden)은 독창성이 두 개의 카테고리에서 

나오는 하나의 결과물로 보았다.15 'Psychologial Novelty(P-Novel)'은 새로운 생각이 

마음에서 떠오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전에 하였던 생각으로부터 발생된다. 

'Historical Novelty(H-Novel)'은 이전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는 

데서 발생된다. 독창성은 필요는 하지만 창의성에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  

그렇다면 타당성은 창의성에 있어서 독창성과 구별된다. 창의적 프로세스의 많은 

케이스에서 문제의 정의와 준비 단계가 존재한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하거나 그려내게 된다. 문제를 정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문제를 탐험하고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가능한 솔루션을 

결정하게 된다. 브래니갠(Brannigan)은 "가치판단은 어떤 확장된 문화관계를 위한 

것이며 한 사람 또는 사회적 그룹이 어느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어느 것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16  따라서 프로덕트의 

타당성은 프로덕트가 어떠한 의도로 만들어 졌는가에 관계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보덴은 만약 우리가 창의적인 프로세스를 통하여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개인이나 집단의 창의성을 측정에 따른 셀 수 있는 

창의적인 프로덕트로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마빌(Amabile)은 

창의성의 평가는 한 개의 객관적 잣대로 평가될 수 없으며 몇 개의 주관적 잣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7  

 

 

                                            
15 Boden, Margaret (1999) 『Computer Models of Crea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6 Augustine Brannigan (1981) 『The Social Basis of Scientific Discover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7 Amabile Teresa M. (1996) 『Creativity in context』, Westview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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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창의 프로세스 모델 분석     
창의성을 프로세스, 인재, 프로덕트 세가지 관점에서 본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창의 프로세스'의 개념에서 생각의 행렬로서 개념적 공간의 탐험과 이동이 

주요함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반면 인재와 프로덕트 측면은 규정하기 힘들고, 이를 

구체화 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창의 프로세스'는 생각의 행렬의 다양한 사람들과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로 정리하면 '창의적 발상 방법론'으로 제시 가능하다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창의 프로세스'는 규정하기 힘든 '창의적 인재'와 프로덕트의 

속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하는데 

해결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창의 프로세스' 모델 분석은 문제에 대하여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평가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18  [그림 3] 그러나 모델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모델 

내용은 각기 다른 프로세스와 방법론으로 이루어진다.   

  

창의 프로세스 모델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 개인의 창의 프로세스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슈나이더만(Shneiderman)은 '영감 목록(inspirationalist)'과 '구성 

목록(structuralists)'의 관점에서 구별하여 '영감 목록'은 유레카의 시점처럼 개인이 

갑자기 창의적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영감 목록' 중에서 떠올리는 것을 의미하며, 

'구성 목록'은 개념공간에 접근하기 위한 단계적인 프로세스를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상황 목록(situationalist)'은 창의성에서 개인의 관점으로부터 

                                            
18 Andy Warr and Eamonn O’Neill (2005) 『Understanding Design as a Social Creative 

Process』, C&C’05 

[그림 3] 일반 창의 프로세스 모델 (Andy & Eamon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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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사회 프로세스로서 창의성을 보려는 것으로 사회와 다른 이들간의 협업과 

인터렉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9 창의 프로세스 비교표 20 [표 1]에서 보더라도 

슈나이더만은 프로세스를 수집, 창조, 기부의 과정으로 보고 이 프로세스가 서로 

연관지어 보아 각기 다른 이들간의 협업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창의 프로세스 비교표 

 

모델 문제 아이디어생성 아이디어평가 기부 

Wallas 준비 탄생 제거 검증 없음 

Osborn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평가 없음 

사실찾기 아이디어 찾기 

Amabile 문제/ 

과업도출 

준비 반응생성 반응평가 없음 

Shnaiderman 수집 창조 기부 

연관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는 창의적 인재에 의존하는 창의성이나 창의적 상품을 

만들어내는 창의성에 기대는 개인의 관점보다는 협업과 공유의 관점인 사회 

프로세스로서 창의성을 보는 것이 옳다. 결국 창의 발상 프로세스에서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보다는 프로세스를 통한 보다 많은 

사람들과의 인터렉션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변화되는 미디어 

시대에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집단 지성을 이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생산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19 Ben Shneiderman (2000) 『Creating creativity: user interfaces for supporting innovation』, 

ACM Transactions on Computer-Human Interaction (TOCHI) Volume 7 Issue 1, March 

2000, 114-138 pp. 
20 Andy Warr and Eamonn O’Neill (2005) 『Understanding Design as a Social Creative 

Process』, C&C’05, 121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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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협업을 이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생산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오픈소싱(opensourcing)' 또는 '크라우드 소싱 (crowd 

sourcing)'으로 새로운 사업이 생성되고 신규 비즈니스화되고 있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에 신 사업을 발굴하던 창의발상 프로세스에 변화가 오고 

있으며 커뮤니티가 형성되면서 특정 요구에 대한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특히 아이디어 발상과정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2-2-1. 아이디어를 제안 받는 크라우드 소싱     

과학적 문제의 해결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전문가나 과학자 등의 

다양한 집단 네트워크에게 아이디어를 의뢰하고 이를 평가 받는 크라우드소싱이 

제안되고 있다. 그 중 P&G는 외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연계개발(C&D, 

Connect & Development)' [그림 4]을 실행하고 있다. P&G는 아이디어 풀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50%를 외부에서 가져 올 수 있도록 

혁신 하였다. 중소기업 혹은 개인들과 제휴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나서 외부 아이디어로 개발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21   

 

                                            
21 배리 리버트, 존 스펙터 (2010) 『나보다 똑똑한 우리 : 소셜 네트워킹과 집단지성의 비즈

니스 혁명』, 럭스 미디어, 26-28 pp. 

[그림 4] P&G의 연계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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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가 차용한 집단지성 네트워크 중 대표적인 첨단산업기업가들의 개방형 

네트워크인 '나인시그마(NineSigma)', 은퇴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커뮤니티인 

'유어앙코르(YorEncore)', 12 만 명의 자칭 기술자들의 네트워크로 아이디어가 

입증되면 현금 보상을 받는 '이노센티브(Innocentive)' 등이 있다.  

P&G 사례를 오픈 이노베이션 디자인 사고의 전형적인 예로 보는 관점은 

양적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단시간 내에 제안하기 위하여 고객 및 회사 밖에 공고한 

네트워크를 쌓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해 졌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 할 수 있겠다.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필터링 하는 역할에 디자인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론으로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다. 디자이너는 아이디어 제안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디자인 리서치 과정에서 확대된 내부와 외부 고객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이를 필터링 하는 역할로 발전 될 수 있다. 

 

2-2-2. 사용자를 개발자로 만드는 오픈소싱 

많은 비즈니스가 자신의 데이터베이스 및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외부 개발자 및 

사용자에게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토록 한다. '아마존 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s:AWS)'는 가공하지 않은 제품 정보와 '아마존(Amazon.com)' 기술의 핵심 

부분을 제 3 의 개발자들이 그들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22 

구글 및 많은 인터넷 서비스 회사는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직접 자사의 서비스를 개발토록 하고 개발에 

성공하여 반응을 보이는 경우 자사의 신규 서비스로 편입한다.   

 

2-2-3. 사용자 스스로 제안하는 Technology D.I.Y. 

회사나 상업적 목적과는 별개로 사용자 들이 스스로 기술을 배우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테크놀로지 

디아이와이(Technology D.I.Y.)' 경향 또한 생겨나고 있다. '오픈모코(Open Moko)' 

[그림 5]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위키로 핸드폰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교류하여 

사용자 스스로 핸드폰을 디자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23  

 

                                            
22 배리 리버트, 존 스펙터 (2010) 『나보다 똑똑한 우리 : 소셜 네트워킹과 집단지성의 비즈

니스 혁명』, 럭스 미디어, 7 pp. 
23 Open Moko, available at < http://wiki.openmoko.org/wiki/Main_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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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싱으로 시작된 새로운 비즈니스의 성공은 신 사업 개발 프로세스에서 

개인의 역할을 전보다 강력하게 만들었으며 인터넷과 같은 가상매체를 적절히 이용 

하는 등 아이디어의 영감과 발상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집단지성을 이용한 

비즈니스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4 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온라인에서 협업을 통하여 문제의 제기와 다양한 정보의 교류가 일어나면 어떤 

목표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 동기부여는 다음 단계로 

이루어지는 참여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며 참여하는 해당 집단 

지성 커뮤니티의 기여를 하는 것에 상당한 자부심에 영향을 준다. 참여에 의해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면 이는 곧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생산활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창의성이 모여 구체화되고 발전되면 어느 순간 이것은 혁신으로써 

사람들에게 받아 들여지고 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과 환경이 변화하게 된다. 이는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변화의 영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디자인의 프로세스도 변화하고 있다.   

  협업  

Collaboration 

참여 

Participation 

창의 

Creativity 

혁신  

Innovation 

[그림 6] 집단지성 비지니스 성공 프로세스 

[그림 5] 오픈모코의 스스로 핸드폰 디자인하고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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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디자인 프로세스의 변화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는 제품 개발에 혁신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 혁명 이후 현재의 디지털 환경까지의 생산 및 소비 구조에서의 

디자인 프로세스의 변화를 살펴보면 조형, 즉 형태를 다루는 업무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대두 되면서 비즈니스 주요 결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촉매제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디자인에서의 사용자 참여는 1940 년대 말에 

제품의 대량생산을 위한 표준적 인간 데이터의 필요에 의해 태동하였으며 

1970 년대에 2 세대 방법론의 등장으로 본격화 되었다. 현재는 '사용자 지향적 

디자인(User Oriented Design)' 또는 '사용자 중심 디자인(User Centered 

Design)'이라는 명칭으로 다양한 시도가 전개되고 있다. 24  또한 최근에는 사용자를 

직접 개발에 참여시키고 이들을 통하여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와 개발을 함께 

진행하는 '사용자 참여 디자인(co-design)'과 더 진보한 디자인을 비즈니스 모델 

전반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디자인사고(Design Thinking)'라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2-3-1. 프로세스 단계에서의 사용자 참여변화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출판, 신문 및 방송 등의 기존의 수동적 정보 수용 

방식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생각과 정보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변모 해가고 있다. 

데이브 엘렌더(Dave Ellender)가 '퓨쳐랩(future lab)', '노키아(Nokia)', '이베이(eBay)', 

'NHS 다이렉트(NHS Direct)' 등 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 년부터 2008 년 

사이에 테스트 보다는 디자인 리서치 워크샵이 더 많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설문도 급증하다가 2009 년 오픈 트랜드 영향 이후에 워크샵 

형태로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개발에 참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25 [표 3] [표 2] 

 

                                            
24 이건표, 서종환 (1997) 『제품 디자인에 있어서의 사용자 참여적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 

조형화 과정을 위한 디자인정보시스템 개발을 중심으로』, '97 Korea-Japan Joint Symposium 

on Design Studies / Design Studies No.22 1997/10 
25 Stuart Church & Dave Ellender (2009) 『Open, Collaborative Design Research, Bristol 

Usability Group』, 2 pp. , available at <http://www.slideshare.net/stuartchurch/open-

design-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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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흐름을 시대적으로 보면 사용자는 디자인 프로세스 중 후반부에 

테스터로서의 수동적 참여가 점점 프로세스의 앞 단계부터 능동적 참여로 

바뀌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거의 모든 디자인 개발 단계에 사용자가 참여하고 디자인 

개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용자 참여 디자인' 경향까지 보인다.  [그림 7] 

 

 

 

 

 

 

 

 

[표 3] 디자인 리서치 활용에 관한 조사 

[표 2] 디자인 리서치 방법 이용실태 조사 

[그림 7] 시간 흐름에 따른 디자인 프로세스 사용자 참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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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험 중심의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사용자 경험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프로토타이핑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용자 스스로가 그들이 처한 상황 내에서 아이디어 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가 개발자의 몫을 하는 프로토타이핑 개발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사용자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 컨셉을 정의하는데 

중요한 역할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어 진 것이라고 보여진다.  

 

2-3-2. 사용자 참여 디자인  

1990 년대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 생겨난 것으로 디자인 과정에 사용자를 

참여시키는 방법이다. 즉, 제품을 개발할 때 디자이너나 설계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여 스케치와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또한 사용자가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상황을 시나리오로 기술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용자의 요구가 생기면 이를 반영해 디자인을 수정해간다.  

이러한 활동에 영향을 받아 사용자의 시점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사용자 참여형 디자인 개념이 도입되자 전자/IT 산업을 중심으로 사용자 

조사나 사용자 평가 등에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현상이 일반화 되었다. '사용자 

참여 디자인' 프로세스는 사용자가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며 

사용자와 함께 디자인 정보 수집, 사용자와 협력한 발상 및 아이디어 전개, 

아이디어의 시각화와 모델화, 사용자에 의한 평가, 디자인 방침과 결정과 로드맵 

작성 등으로 이어진다. 

[그림 8] 샌더스의  메이크툴스 워크샵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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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더스(Liz Senders)의 '메이크 툴스(Make Tools)' 워크샵에서는 병원 내의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개발에 참여하여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참여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간단한 프로토타이핑툴로 

만들어서 구현해 보고 이를 통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채택하였다. 26 [그림 8] 

디자인에 사용자가 참여하는 '사용자 참여적 디자인(Participatory) 방법'은 

사용자들을 제품이나 서비스의 디자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디자인 

이론이나 연구를 포괄하여 지칭한다. '사용자 참여적 디자인 방법'은 사용자가 디자인 

파트너로서 전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적극적인 참여적 디자인 이외에도 사용자 조사 

단계에서 디자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사용자 조사에 

있어 사용자 참여적 방법은 사용자에게 스케치나 로우테크(Low-tech) 프로토타입을 

만들도록 하고 이 제작물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의도와 생각 등을 커뮤니케이션 하여 

디자인 정보를 수집한다. 

 

노키아(Nokia)에서 진행한 '노키아 오픈 스튜디오(Nokia Open Studio)'의 경우 

미래의 이상적인 핸드폰을 그리는 주제로 세 도시의 세 개의 커뮤니티에서 핸드폰 

                                            
26 Liz Senders, Make Tools, available at <http://www.maketools.com/> 

[그림 9] 인도 여성이 제안한 미래의 핸드폰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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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그려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 주일에서 2 주간 진행 결과 한 

스튜디오당 27 개에서 138 개의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었다. 27  [그림 9] 이는 

참여디자인의 과정에 커뮤니티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집단지성과 관련한 예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보다 적극적인 사용자 참여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의 협업 

프로세스로서 정착시키려는 운동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오픈 피어투피어 디자인 

(Open Peer-to-Peer Design)'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28 이 커뮤니티는 오픈 협업 

체제를 유지하고, 이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와 방법을 수집하는 것이다. 오픈 소스 

인터넷 디자인 플랫폼을 위해 다중 사용자, 상호 작용, 높은 품질의 3D 그래픽의 

광대한 오픈 협업 설계를 제공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의성 컨셉을 창의적 인재, 창의적 프로덕트, 창의적 프로세스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로 개인 관점에서 벗어난 사회의 프로세스로 창의성을 보았고,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맞는 협업 아이디어 생산방식을 연구하였다. 집단지성을 이용한 

아이디어를 제안 받는 크라우드 소싱과 사용자를 개발자로 만드는 오픈소싱,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자 스스로 제안하는 테크놀로지 D.I.Y. 경향 등 테크놀로지 

분야의 변화는 디자인도 시간흐름과 미디어의 변화에 따라서 사용자 참여 디자인이 

확장되고 있는 디자인 프로세스의 변화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었다.  

이에 집단지성을 이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이 주로 이루어지는 테크놀로지 

분야와 사용자 참여가 확장되고 있는 디자인 분야 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이 

과거와 현재 어떻게 다르게 변모해 가고 있는지 각기 두 분야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고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디자인 분야와 발상 프로세스가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7 Jan Chipchase, Yonghee Juung (2008) Nokia Open Studios, available at 

<http://www.slideshare.net/janchip/nokia-open-studios-presentation> 
28 openp2pdesign,available at <http://www.openp2pdesig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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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테크놀로지 측면의 문제제기  
 

테크놀로지 산업은 가치와 경쟁력의 원천이 품질, 기능, 성능 중심에서 모방이 

어렵고 쉽게 범용화되지 않는 디자인, 창의력, 스토리 등의 컨셉 중심으로 점차 

이동하는 '하이컨셉 (High Concept)'의 시대로 변화되었다.29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테크놀로지 산업 기반의 기업이 '하이컨셉'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창의적 

발상이나 이로 인한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의 탄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창의적 발상에서 혁신까지의 일련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연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10] 

 

3-1-1. 테크놀로지 창의적 발상의 두려움   

테크놀로지에 대한 창의적 발상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는데 해당분야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선행지식이 있어야만 그로부터의 아이디어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과 원천적으로 테크놀로지 자체를 어렵다고 받아들이는 믿음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하여 테크놀로지에 대한 발상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발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정 기술에 한정된 엔지니어 중심의 발상이 

고착된 기업에서는 엔지니어 인력 이외의 다른 분야  구성원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이에 대해서 생각해 내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다른 분야 

                                            
29 Daniel H. Pink (2006) 『A Whole New Mind: Why Right-Brainers Will Rule the 

Future』, Riverhead Trade 

[그림 10] 테크놀로지 측면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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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은 테크놀로지에 대한 발상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이나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발상의 시도 조차 이루어 지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3-1-2. 기존 방법론의 적용분야가 제한적이고 어려움    

많은 기업이 아이디어를 생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시스템적인 방법론을 

선호하나 이러한 방법론은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채용되고 있는 창의적 

발상 방법론으로는 TRIZ 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기계, 전기전자, 화학공학 등의 기술 

문제해결에는 상당한 효과를 보이나 그 외의 분야에는 제한적이며 정교하기는 하나 

배우고 활용함에 있어서 어렵고 제약이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RIZ 가 SIT 등의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는 범용적인 발상 방법론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유는 TRIZ 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에서 솔루션을 찾아가는 귀납적 

방법이 구체적이고도 시스템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창의적 발상을 하고자 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상당한 설득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아직 

TRIZ 또는 이 방법론에서 파생된 방법론에서 도출되는 결과가 특정분야에 한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다.   

 

3-1-3. 시간과 자원의 소요가 큼     

아이디어의 발상을 하더라도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까지의 기술적 타당성의 

고려 등이 선행되면서 아이디어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실행할 수 있는 신 사업으로 발전되기 힘들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가빈(David A. Garvin) 교수에 따르면 "신 사업은 평균적으로 7 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주수익원(Cash Cow)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한다. 30 

최근에는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고 특히 테크놀로지 산업에서는 그 주기(life 

cycle)가 더 짧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이디어를 발상하더라도 기술적인 측면의 고려가 

선행되면서 아이디어의 독창성이나 구현 후 가능성을 고려하기보다는 기술적 

측면에서 투자대비 이익 및 시장성에 대해서 고려하게 되면서 아이디어의 

선택까지의 프로세스가 길고 많은 자원이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는데 소모된다. 결국 

긴 신 사업 준비 기간으로 인해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30 유호현 (2006) 『신사업 실행의 4S 성공 리더십』, LG경제연구원, available at 

<http://www.lgeri.com/management/strategy/article.asp?grouping=01020100&seq=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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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아이디어를 양적으로 늘리는, 내외부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수용하는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을 구체화하기까지의 기간을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 

시뮬레이션이나 프로토타입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앞의 현상에서 

보듯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선택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로 

만들어내기 위한 효율적인 아이디어 발상 방법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3-2. 테크놀로지 측면 해결 사례  
 

테크놀로지 중심의 발상 프로세스는 기술을 우위에 두고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기초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구현하는 프로세스를 가져감으로 인해 고객과 

시장의 요구나 기대를 뛰어넘는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부분이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술을 습득한 전문가, 엔지니어 중심의 아이디어 발상에서 좀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발상을 위해서 타 분야의 다양한 구성원이 아이디어 제안에 

참여하도록 하는 요구가 생겨나게 되었다. 테크놀로지 측면의 사례 리서치를 통하여 

복잡한 테크놀로지 프로젝트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으며 기초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향후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프로젝트까지 수행으로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능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테크놀로지 문제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2-1. PicoCricket 키트 

'피코크리켓(PicoCricket)'과 '스크래치(Scratch)'는 MIT 미디어랩(media lab)의 

라이프롱킨더가튼(Lifelong Kindergarten)그룹을 책임지고 있는 미치 레스닉(Mitch 

Resnic)교수가 이끄는 팀에 의해서 개발된 프로젝트이다. 31  '피코크리켓'은 

레고(Lego)사의 '마인드스톰(MindStorm)'과 유사하기는 하나 센서가 좀더 다양하고 

레고 블록 뿐만이 아닌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다.  

'피코크리켓' 키트는 컴퓨터와 통신할 수 있는 적외선 통신 장치를 포함한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라이팅, 사운드, 터치, 전기저항 

                                            
31 Lifelong Kindergarten, available at <http://llk.media.mi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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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를 입력장치로 연결 가능하며 모터, LED 전구, 사운드,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으로 출력 연결 가능하다. [그림 11] 

 

전용 소프트웨어 '피코블록(Pico Blocks)'을 이용하여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고 프로그래밍된 소스를 마이크로컨트롤러에 업로드 해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어낼 수 있다.  

 

3-2-2. Scratch 소프트웨어 

 

[그림 12] 피코크리켓 키트 사용설명서 

[그림 13] 스크래치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그림 11] 피코크리켓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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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코크리켓'과 마찬가지로 '스크래치(Scratch)'는 라이프롱킨더가튼 그룹 의해서 

개발된 프로젝트이다.32 '스크래치'도 '피코크리켓'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와 온라인 

상에서 아이들이 쉽게 멀티미디어 저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일종의 

플래시 어플리케이션하고도 유사하다. [그림 13] '스크래치' 온라인 사이트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쉽게 멀티미디어 프로젝트를 만들고 

공유버튼만 누르면 쉽게 '스크래치' 웹사이트에 공유 할 수 있다. 또한 마이크로 

컨트롤로 보드와 연결하여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다.  

 

3-2-3. Hi & Low Tech Group 

리아(Leah Buechley)는 'e-텍스타일키트(e-textile kit)'를 개발하여 

중고등학생들에게 '웨어러블 컴퓨팅(wearable computing)'을 이용하여 스스로 창의적 

프로젝트를 개발하게 하는 교육활동을 해오고 있다. 'e-텍스타일키트'의 초기버전은 

패브릭에 구현되었으나 에러를 줄이기 위하여 PCB보드 버전으로 

스파크펀(Sparkfun)을 통해 '릴리패드(Lily Pad)'로 출시되었다. [그림 14]  'e-텍스타일 

키트'와 '릴리패드' 둘 다 웨어러블 컴퓨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최소 사이즈로 개발 

되었으며 전도실(conductive thread)를 이용하여 센서(sensor) 모듈과 연결해서 쉽게 

만들 수 있다. 누구나 'High 테크놀로지'(마이크로프로세서, 센서 등)와 'Low 

테크놀로지'(바느질, 공예 등)를 복합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D.I.Y. 

                                            
32 Scratch, available at <http://scratch.mit.edu/> 

[그림 14] 릴리패드 메인보드와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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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을 중심으로 '테크놀로지 대중화 운동(democratization of technology)'을 

주도하고 있다.  33 

 

 

3-3. 테크놀로지 측면 해결 프로세스: Participation & Sharing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하는 창의적 발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두려움과 습득의 

어려움, 방법론의 한계, 긴 시간이 걸리는 단점 등을 극복 할만한 경향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 'D. I. Y. (Do It Yourself)'가 그 예이며 테크놀로지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과거 소수에게만 공유되었던 기술들이 일반인이 학습 가능한 형태로 

발전, 변모 되면서 이로 인해 구체적인 테크놀로지는 모르더라도 새로운 것을 

제안하고 공유하는 형태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 붐과 맞물려서 아트 

무브먼트(Art Movement) 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던 D.I.Y. 운동이 테크놀로지에까지 

번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D.I.Y. 무브먼트는 개발자와 디자이너, 아티스트에게 

까지 오픈소스 S/W와 H/W를 이용하여 자발적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참여(Participation)'와 '공유 (Share)'의 행태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34 [그림 15] 

                                            
33 High and Low tech, available at <http://hlt.media.mit.edu/> 
34 Ji Sun Lee (2008) 『Technology education for woman by d.i.y. technology in closing 

gender gap』, CHI '08 Extended Abstracts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3447-

3452 pp. 

[그림 15] 테크놀로지 측면의 해결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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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참여와 공유는 테크놀로지 중심의 제한적 발상방법을 벗어나 새로운 

감성이나 컨셉을 도출하는 자유로운 아이디어 발상을 할 수 있는 극명한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다.  

 

3-3-1. Instructables.com 커뮤니티 사이트 

테크놀로지 분야의 참여와 공유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발상의 촉발이 된 

대표적인 케이스로 스퀴드랩(squid-labs.com)의 파생된 '인스트럭터블스닷컴 

(Instructables.com)'을 들 수 있다. [그림 16] 이 사이트는 다양한 종류의 How-to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하여 도큐멘테이션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사이트 이용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성장해오고 있다. 이 커뮤니티는 사울(Saul Griffith), 에릭(Eric 

Wilhelm)과 다른 동료들이 연(kite)에 관련한 How-to 프로젝트를 다큐멘트하기 

위해 '제로프레스티지(Zeroprestige.org)'라는 커뮤니티를 만든 것으로 여기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들이 수 백 가지 생겨났고 연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이 공유하게 된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04 년 후반에 스퀴드랩에서 오프소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해킹 등의 운동이 결합된 '아이패브리케이트(iFabricate)'라고 불리는 

'인스트럭터블스닷컴'의 전신이 되는 사이트를 론칭하게 된다. 35 

                                            
35 "Instructables" at Wikipedia, available at <http://en.wikipedia.org/wiki/Instructables> 

 [그림 16] 인스트럭터블스닷컴 서적 



 

 - 34 - 

현재 '인스트럭터블스닷컴'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D. I. Y.에 관한 다양한 

컨텐츠를 공유하고 있으며 테크놀로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컨텐츠가 자발적 사용자에 의해서 업로드 되고 있다. 이는 테크놀로지를 일반인이 

다양하게 활용하고 학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3-3-2. Make: 잡지      

다른 참여와 공유의 사례로 오라일리 미디어(O'Reilly Media)에 의해서 출판된 

'메이크(Make:)'잡지를 들 수 있다. [그림 17]  D.I.Y. 테크놀로지를 소개하는 최초의 

잡지였으며 현재 크게 성공하여 일반 대중에게도 인기 있는 잡지로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읽히고 있다. 컴퓨터, 전기전자, 로봇, 금속작업, 목재작업등의 

D.I.Y.작업을 포함하며 무료로 볼 수 있는 블로그, 포드 캐스트, 포럼 등을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36 

또한 '메이크 잡지'가 주관하는 '메이크페어(Make Faire)'는 일년에 두 번 열리는 

D.I.Y. 테크놀로지 전시로 마이크로 소프트, 구글, 야후 등의 테크놀로지 

혁신기업들이 스폰서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전시이다. 또한 이 테크놀로지 

혁신 기업들도 개발중인 새로운 서비스를 이곳에서 일반인들에게 선보이기도 한다. 

                                            
36 Make: website, available at <http://makezine.com/> 

[그림 17] Make: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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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의 수천 명의 개인 개발자, 취미가, 아티스트 등이 로봇, 전자전기, 컴퓨터 등을 

이용한 개인들의 숨은 프로젝트가 수 만점을 선보이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교류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3-4. 디자인 측면의 문제제기  
 

테크놀로지 분야가 급변하면서 시장 및 소비자의 요구나 기대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테크놀로지 분야의 아이디어 발상에 있어서 새롭게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디자인 분야이다. '다니엘 핑크(Daniel Pink)'의 『새로운 미래가 

온다(A Whole New Mind)』의 저서에서 미래의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뇌적 감성을 함께 포용할 수 있는 양쪽 뇌를 디자인 하는 인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고 이것이 기업의 경영측면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나타내고 

있다.37 그러나 실제 테크놀러지 분야의 아이디어 발상에 있어서 디자인 접근방법이 

고려되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8] 

 

 

                                            
37 Daniel H. Pink (2006) 『A Whole New Mind: Why Right-Brainers Will Rule the 

Future』, Riverhead Trade 

[그림 18] 디자인 측면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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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디자인 인식에 대한 문제     

디자인의 인식에 관한 문제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다. 명사적 의미의 

디자인은 ‘디자인 결과물’, ‘미학적으로 증진된 결과물’을 이야기하고 동사적 의미의 

디자인은 ‘디자인을 하고자 하는 문제 또는 원인에 대해서 조사하고 관련화하고 

구체화해서 해결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디자인이라 하면 명사적 의미의 디자인 결과물로 한정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며 

동사적 의미로서 창의적 발상에서 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디자인 

발상이라고 하면 디자인 결과물을 질을 향상시키는 '실행(Implementation)' 단계의 

행위에 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디자인적 방법론이 아이디어 발상 단계부터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하여 디자인 발상 방법론이 기업에게는 단순히 

디자인적으로 결과물을 향상시키거나 팬시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반짝이는 

아이디어의 단순한 발상 정도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디자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디자인의 동사적 의미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3-4-2. 실행에 대한 어려움 존재      

디자인 방법론을 실제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인간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발상 방법론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아이디오(IDEO)의 팀 

브라운(Tim Brown)은 '디자인사고(Design Thinking)'가 '혁신(innovation)'의 

근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8  그에 따르면 '디자인사고'에 대해서 

디자이너의 감각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요구를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면서 

소비자 가치 및 시장 기회로 전환 될 수 있는 확실한 비즈니스 전략에 매칭시키는 

원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개념에서 본다면 디자인의 개념을 확대시켜 조직의 

창의성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기업의 혁신까지 연결 될 수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그러나 디자이너의 감각과 방법론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아이디어 발상을 

하고 어떻게 혁신으로 이어지게 하는지 구체화된 내용은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아이디오가 이야기 하는 '디자인사고'는 방법론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개념으로서 아이디오의 축적된 경험에 의해서 제시되는 기업문화의 방향성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디자인사고'를 바탕으로 한 혁신 형태를 기업에 

                                            
38 Tim Brown (2009) 『Change by Design: How Design Thinking Transforms Organizations 

and Inspires Innovation』, Harper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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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해서 실제적으로 성과를 내는데 적용하기는 어렵다.  

 

3-4-3. 디자인 인재에 의존     

'디자인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인 T 자형 인재를 등용하거나 조직 내 

디자인의 영역을 확장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기업의 인력구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기업의 조직은 90%의 '강직(Rigidity) 속성'을 가진 좌뇌인력과 

10%의 '창의(creativity) 속성'을 가진 우뇌인력으로 구성 되거나 우뇌인력이 더 적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력구성에서 창의 속성으로 채워진 인력을 더 늘여나가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현재의 만들어진 각종 자원과 프로세스에 

적절한가에 대한 우려가 크다.  또한, 창의 인력을 구별해내기 어렵고 이러한 인력을 

새로이 채용하고 창의 속성을 가진 인력이 항상 창의적 발상하도록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뇌인력이 하는 창의력의 발상에 의존하기 보다는 

90%의 좌뇌인력에게 교육과 동기부여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창의 발상을 하는 것을 

지향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디자인 성향을 갖춘 T 자형 인재를 새로 등용하는 것 

이상으로 기존 인력을 창의 발상이 가능한 인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창의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교육시켜 원하는 인재로 변화시키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 

사고를 교육시키거나 그러한 인재로 변화시키는 교육방법이 T 자형 인재를 등용하는 

것 이상으로는 현재까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3-5. 디자인 측면 해결 사례 
 

디자인 중심의 발상 프로세스는 다양한 영감, 또는 경험을 통해 아이디어를 

직관적으로 발상하고 프로토타이핑으로 발전시켜 실현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디자인 발상이 잘 수용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앞서 제시된 문제점을 

요약하면 디자인 인식, 구체적 실행 가이드가 없고 인재에 편향된 문제 해결 방식은 

기업에게 실질적 방법론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5-1. Everyday Engineering 방법론  

소프트웨어가 방법론의 중요한 축으로 등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디자이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어떤 분야의 구성원이나 그룹이라도 디자인 사고를 쉽게 

하여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으로 연결시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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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필요하다. 아이디오와 앤드류(Andrew Burroughs)의 『에브리데이 

엔지니어링(Everyday Engineering)』 저서는 '디자인사고'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관찰하는 습관을 이용하는 발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9 [그림 19] 

직관을 기르는 방법에 일부로 새로운 가치를 보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 하고 있다. 이것은 디자이너가 흔히 지니고 있는 수많은 경험의 

조각들을 뇌 앞쪽 전두엽에 쌓아두었다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직관을 기르기 위해서 많은 관찰 경험을 

쌓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이것이 과거의 경험과 새로운 경험이 결합되면서 가치 창출 

직관력이 생겨나는 것을 의미한다.   

『에브리데이 엔지니어링』은 일상생활에서 관찰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이것을 

과거의 경험과 대비시켜 새로운 발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가이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구체적으로 발상에서 발견된 것 또는 일상에서 길러지는 영감이 

프로세스와 연결되어 어떻게 발상이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도출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게 제시되어 실용적인 면이 다소 부족하다 할 수 있겠다.  

 

3-5-2. Dan Roam의 아이디어 시각화 방법론 

『에브리데이 엔지니어링』이 발상을 위한 영감생성에 대한 직관을 길러주는데 

                                            
39 IDEO, Andrew Burroughs (2007) 『Everyday Engineering: What Engineers See』, 

Chronicle Books 

[그림 19] 에브리데이 엔지니어링의 컨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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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를 두고 있다면 댄 로암(Dan Roam)의 『생각을 Show하라(The Back of the 

Napkin)』은 떠오르는 영감과 아이디어를 시각화하여 상대방에게 구체적이고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40 댄 로암은 이 아이디어를 시각화 하는 

방법을 통하여 머리 속에 있는 아이디어와 생각을 즉석에서 그림으로 그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시각적 사고의 개념은 '아이디어를 눈으로 보라', '아이디어를 발견하라', 

'아이디어를 발전시켜라', '아이디어를 팔아라'로 요약되는데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를 

보는 6 가지 원칙으로부터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마음의 눈으로 만드는 

SQVID 기법 등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자세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최근 경영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아이디어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으로 

대두되는 시각화와도 맞물리는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여서 상대방을 

설득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이디어의 

영감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3-6. 디자인 측면 해결 프로세스: Practicality & Concreteness 

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테크놀로지우위의 상품 및 서비스의 

                                            
40 Dan Roam (2009) 『The Back of the Napkin: Solving Problems and Selling Ideas with 

Pictures』, Portfolio Hardcover 
 

[그림 20] 디자인 중심 발상 프로세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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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보다는 감성과 컨셉에 초점을 둔 '하이컨셉'의 기업이 경쟁력을 지니게 됨을 

배경에서 살펴본바 있다. 이와 같이 감성과 컨셉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테크놀로지분야에서 테크놀로지 중심의 발상 방법은 이제 사용자의 경험을 고려하는 

'디자인사고(Design Thinking)'의 중요성이 최근 경영 분야에서 강력히 제기 되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 인식에 대한 문제, 실질적 실행이 어렵고 인재에 의존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실용화(Practicality)' 되고 

'구체화(Concreteness)' 된 프로세스와 방법론의 대안이 디자인과 경영분야에서 대두 

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예를 알아보고 이를 디자인의 문제점과 어떻게 연결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술하려 한다. [그림 20] 

 

3-6-1. IDEO 프로세스 

'디자인사고'의 개념에서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것이 중요함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업 내 프로세스에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아이디오(IDEO)가 제시하는 

'감정이입 리서치(Empathic Research)'를 거쳐 주관적인 관점과 관찰(Observation)을 

거치면서 객관적인 관점을 함께 가져가는 프로세스의 도입부분[그림 21]은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는 '통찰(Insights)'을 제공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41 

                                            
41 Tom Kelly (2001) 『The Art of Innovation: Lessons in Creativity from IDEO』, America's 

Leading Design Firm, Crown Business 

 [그림 21] 아이디오사의 디자인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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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다이브(Deep Dive)'라고 알려진 브레인스토밍 방법은 많은 수의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것을 

기업에서 방법론으로 받아들여 적용하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한 상태이다.  그 

예로 국내 정보통신 업체인 S 사 조직 리더의 2006 년 아이디오 방문 후 이와 유사한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조직개편을 고려하였으나 아이디오의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행의 방법이 모호하였으며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도 

제시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마케팅 분야 등의 유사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진행한 뒤에 자사에 적합한 고유한 프로세스 도입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디자인 사고에 기초한 사용자 중심의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기업 내에 적용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화 미흡은 

디자인 중심 발상 방법 도입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 세부 실행에 대한 

가이드가 미흡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구성원과 경험에 의해서 결과물의 질이 좌우 될 

수 있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3-6-2. BrainStore사의 Idea Machine 프로세스  

앞서 살펴본 봐와 같이 '디자인사고'를 적용한 방법론이 기업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프로세스화 모듈화가 필요하며 누구나 어느 조직이나 기업에서 짧은 시간 

내에 실질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한다. 이의 예로 스위스 기반의 

브레인스토어(Brain Store)라는 창의성 워크샵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회사의 

'아이디어머신(IdeaMachine)'[그림 22]은 아이디어 발상을 순환 프로세스로 발전시켜 

제안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누구나 참여하여 일정 수준의 아이디어 발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42 

'아이디어머신'은 좋은 아이디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많은 영감이 

필수적이라는 전제에 기초하며 이를 위하여 아이디어의 영감을 생성하기 위한 

다양한 구성원을 요구한다. 대개의 경우 1/3 은 청소년, 1/3 은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대상, 1/3 은 아이디어를 구현할 사람으로 구성된다. 또한 아이디어를 위한 문제의 

정의, 팀의 결성 및 역할 분담, 영감을 생성하기 위한 다양한 물리적인 방법의 이용, 

영감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추출해 내기까지의 과정과 아이디어를 시각화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방법까지 시스템화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42 Nadja Schnetzler (2005) 『The Idea Machine』, Wiley-VCH 



 

 - 42 - 

 

또한 시스템적으로 발전된 '아이디어머신'은 '아이디어웹'이라는 웹 

소프트웨어로도 제공되어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고 누구라도 일정수준의 질이 

보장되는 아이디어를 생성하도록 한다. 이는 프로세스가 소프트웨어로 개발될 정도로 

정교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비전문가라 할지라도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창의 발상을 가능하게 

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앞서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TRIZ라는 방법론도 상당히 시스템화되어 '골드파이어 이노베이터(GFIN)' 등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로 제공되면서 수용되기 시작한 바 있다.43  

 

테크놀로지 분야 창의 발상 프로세스에서는 아이디어 생성과정이 취약하고 

디자인 분야의 창의 발상 프로세스에서는 구현단계가 취약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위하여 테크놀로지 측면의 아이디어 생성과정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참여와 

공유의 다양한 경향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연구하였고, 디자인 측면의 구현 

                                            
43 Goldfire Innovator, available at <http://inventionmachine.com/products-and-

services/innovation-software/goldfire-innovator/> 

[그림 22] 아이디어머신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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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를 가능하게 하는 실용화와 구체화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례를 

연구하였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테크놀로지와 디자인 장단점을 융합한 해결 방안 

프로세스를 연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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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해결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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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해결방안 프로세스 도출   

 

테크놀로지 아이디어 발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참여 

(Participation)'와 '공유(Share)'의 디아이와이(D.I.Y.)와 오픈소싱이 연구결과로 도출 

되었다. 참여와 공유의 테크놀로지 중심 아이디어 발상 프로세스[그림 23]는 기술을 

습득을 쉽고 단계적으로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다. 기술을 학습하면서 내용을 

공유하는 사회적 활동(social activity)이 함께 하는 “만들면서 배우다(learning by 

making)”라는 집단지성을 이용한 효율적인 지식 습득 행위가 영감(inspiration)을 

생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로 인해 테크놀로지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상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구현 하고 실험 해 볼 수 있는 

빠른 프로토타이핑 제작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프로세스의 변화는 테크놀로지 

중심의 발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테크놀로지의 두려움과 학습의 부담에 줄여 쉽고 

재미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며, 발상방법의 제약으로부터도 자율성을 

상당부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유되는 다양한 지식이 단계별로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어려운 테크놀로지도 기초부터 학습 가능하도록 하며 

프로토타이핑을 만듦으로써 학습에 대한 검증과 자신감을 부여 받게 된다.  

 

'실용화(Practicality)'와 '구체화(Concreteness)'로 제시되는 디자인 해결방안은 

기본적으로 디자인 사고라는 개념을 바탕에 두고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프로세스 

[그림 23] 테크놀로지 해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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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를 발전시켜 기업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되었다. 문제점이 

보완된 디자인 중심의 발상 프로세스를 요약하면 디자인 사고를 바탕으로 진행된 

영감의 생성과 아이디어의 발상을 하고 구체적인 스케치로 표현하는 

'시각화(visualization)'를 통하여 아이디어를 축약하고 선택된 아이디어에 대한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하여 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영감 생성이라는 초기 

단계부터 디자인 사고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프로세스가 모듈 단위의 시스템(module 

system development) 단위까지로 시스템화(systemization)되어 누구나 아이디어를 

쉽게 추출하고 구체화되면서 동시에 일반화(generalization)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테크놀로지와 디자인 분야의 방향성이 모두 포용된 형태의 

방법론[그림 25]이 제시된다면 엔지니어가 아닌 타 분야의 구성원이 디자인 사고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테크놀로지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다 쉽게 발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테크놀로지 분야의 참여와 공유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단계적 테크놀로지 지식습득이 필요하며 효과적이며 창의적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수가 함께 지식을 공유, 학습 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며 '디자인사고'를 창의발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생성과정의 

모듈화와 시스템화를 통하여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발전 시킬 수 있는 범용적인 

[그림 24] 디자인 해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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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44 45 

  

 

4-2. 도출 프로세스 적용  
 

테크놀로지와 디자인의 창의 아이디어 발상과정의 문제점으로부터 도출된 해결 

방안 프로세스의 구체화를 위하여 도출된 프로세스를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함으로써 

프로세스를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추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사용자요구사항을 파악해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 외에 

                                            
44 이지선, 윤주현 (2009) 『테크놀로지 분야의 창의적 발상을 위한 디자인 사고 적용』, 한

국디자인학회 봄국제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 160-161 pp. 
45 이지선, 윤주현 (2009) 『테크놀로지 분야의 창의적 발상을 위한 디자인 사고 적용』, 디

지털디자인학연구 제9권 제4호(통권 제24호), 343-352 pp. 

[그림 25] 해결방안 프로세스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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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현존하는 테크놀로지 이상의 것을 제안하는 프로젝트에 도출 프로세스를 적용하였다. 

IP TV 와 전화, 인터넷을 아우르는 기존에 없는 전혀 새로운 서비스 아이디어인 KT 

QOOK 통합 GUI 개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4-2-1. KT QOOK 리서치 과정 적용    

디자인 리서치 과정에서 현장 관찰 및 인터뷰가 진행되었고, 앞서 제시한 도출 

프로세스를 적용하기 위하여 대상 고객 및 동일 그룹의 5 배 이상의 고객이 온라인을 

소프트웨어 통해 KT QOOK 이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배우는 과정을 삽입하고, 

각기 다른 장소와 시간에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영감(inspirations)을 교환하고 이 

영감을 이용하여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최종적으로 

4 개 그룹으로 나누어진 사용자그룹에서 총 50 명이 참가를 하여 4 주간의 기간 동안 

230 개의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었다. [표 ] 

 

 [표 4] KT QOOK리서치 결과 

 

사용자 

구분 

영감 도출 

(Creative Team) 

아이디어 도출 

IdeaCity/YesNo 

아빠 275 inspirations 58 ideas 

엄마 421 inspirations 59 ideas 

중/고등학생 387 inspirations 47 ideas 

싱글 직장인 237 inspirations 65 ideas 

 

그리고 고객이 제안한 수 많은 아이디어들 중 참신한 선호되는 아이디어를 

직관적으로 평가하는 단계를 진행하여 고객들이 선호하는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가려내었다. 이 결과와 필드리서치의 결과를 종합하여 아이디어를 선택하여 비쥬얼 

프로토타입으로 발전 시키는 프로세스가 진행 되었다. [그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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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적용 결과에 따른 제안      

다수의 사용자로부터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함으로써 

아이디어 발상 및 선택과정의 결과를 좀더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디자인의 

개념과 역할  수행이 아래와 같이 바뀐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필터링 하며 시각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 '디자인사고' 관점에서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에서 가이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디자이너가 역할을 확대하여 개발자로서 구현단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여와 공유가 능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매자(catalyst)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제안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7] 

 

제안 방향 1:  아이디어의 디자인적 접근 - 시각화 & 접근성  

- 기술에 중점을 둔 아이디어 보다는 테크놀로지를 뛰어넘는 사용자의 경험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개념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디자인사고'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디자인사고'는 무엇이라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웹에서 구동하는 온라인 시스템만으로는 리서치 환경과 시간의 제약이 있었으며 

이에 웹 상의 온라인 시스템 보다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모바일 환경의 

시스템이 더 활용성을 높일 것이다. 

 

[그림 26] KT QOOK 요리 아이디어 도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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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향 2:  아이디어의 범용적 시스템의 개발  

-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던 사용자가 아이디어의 제안뿐만 아니라 실제 개발 

프로토타이핑 과정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범용적인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제안 방향 3:  협업을 통한 아이디어의 도출  

- 충분한 시간에 걸쳐 테크놀로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테크놀로지를 

학습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원하는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 좀더 다양한 계층과 사용자가 참여할수록 더 다양한 영감과 아이디어가 수집되고, 

더 많은 수의 아이디어가 제시될수록 객관적인 아이디어 평가를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많은 사용자의 참여를 위한 소셜 기능을 이용한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자인 발상초기의 디자이너 혹은 개발자 중심의 아이디어 수집방식에서 

전환하여 모바일 등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이용하여 소셜 네트워킹을 이용하여 

다양한 고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내게 하고 수렴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 이러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으로 선택하고 이것을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디자인의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테크놀로지 분야와 디자인분야의 창의 발상 프로세스의 장단점을 융합한 

해결방안 프로세스는  지식 습득과 공유, 영감, 아이디어상상, 시각화, 선택, 

  Idea visualization Idea Collaboration Ideation 

 

[그림 27] 적용결과에 따른 제안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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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타이핑 개발과 정제, 그리고 구현의 단계로 순환된다. 이 프로세스는 실제 

아이디어 발상 리서치 과정에 적용 되어 아이디어의 시각화와 범용적 시스템으로의 

개발, 그리고 협업을 중심으로 하는 아이디어의 도출로 구체화 되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이 세 가지 관점의 구체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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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해결방안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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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아이디어 시각화(Visualization)    

 

앞서 제시한 '디자인사고'를 바탕으로 디자인 철학이 담기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언제 어디서나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쉽게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아이디어 

시각화를 돕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시각화 방법론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중에 디자인에서 많이 이용되는 방법론과 이를 현재 모바일에서 구현하는 사례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아이디어 시각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5-1-1. 디자인 시각화 중요성  

디자인에서 창의성은 디자인적 문제 해결방식이 시각화와 연결된다는 논리는 

이미 많이 알려져 왔다. 일찍이 아처(Bruce Archer)는 “디자인은 필요와 더불어 

시작된다. 제품은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수단이다.”임 46 을 로바크(Bernd 

Lobach)는 “모든 창조적인 사람들과 같이 제품디자이너의 창조성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를 문제에 연결하고, 정보에 새로운 연관을 지움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라며 “디자이너 역시 문제에 대한 지식과 이에 따른 사고에 대한 

고찰이 문제 해결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47  이는 모르자 

모조타의 1998 년에 “디자인이란 문제해결 행위, 창조적 행위, 조직적 행위, 

조화시키는 행위이다.”다 라는 주장 48을 통하여  디자인의 문제 해결 행위 자체가 

창조적 행위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의 창조적 행위에 대하여 

윌시는 디자인이란 4 가지 핵심 성격을 지닌 과정으로 디자인을 4C로 분석하였다.49 

 창조성(Creativity):디자인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창조를 

요구한다. 

 복잡성(Complexity):디자인은 장식적 요소들과 다양성에 결정들을 포함한다. 

 절충(Compromise):디자인은 복잡 다양한, 모순된 요구사항의 균형을 요구한다. 

 선택(Choice): 디자인은 모든 경우의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컨셉에서부터 

                                            
46 우흥룡 (2001) 『그래픽 태블릿(Graphic Tablet)에 의한 개념적 디자인 사고의 시각화 프

로세스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 42호 Vol.14 No.2, 217-224p 
47 정경원 (2006) 『디자인 경영』, 안그라픽스, 336-337 pp. 
48 Borja de Mozota (1998) Design is a problem solving activity, a creative activity, a systemic 

activity, and a coordinating activity 
49 Walsh et al. (1992) Design is a process that has four essential characteristics - the 4cs (like 

the 4ps of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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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작고 세밀한 사항(색상,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가능성 있는 

해결방안에 관한 결정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빌 벅스턴(Bill Buxton)은 좀더 구체적으로 『사용자 경험 

스케치(Sketching User Experience)』라는 그의 저서에서 디자인은 여러 갈래로 뻗친 

가지를 탐구하고 비교하는 과정으로 디자인은 다수의 대안을 놓고 상대적인 장점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비교하는 과정[그림 28]으로써 디자인을 규정하였다.50 [그림 28] 

 

대안과 장점에 대한 비교과정에서 스케치는 디자인을 구체화하고 발전화하는 

디자인의 초기단계에서 시각적 행위로써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디자인 창조적 활동은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또한,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그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먼저 판단하기 보다 일단 그 아이디어를 스케치를 

통하여 임의로라도 현실화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최근에 많이 실행되는 디자인 리서치 방법에서도 개념의 시각화를 위하여 

사용자 조사와 분석을 통해 사용자 니즈를 가시적 형태로 정리하고, 편집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창조적인 컨셉 창출을 위해 중요하다. 컨셉은 우선 키워드나 

문장으로 서서히 형성된다. 그리고 언어를 토대로 상징적인 사진이나 그림 또는 

                                            
50 Bill Buxton (2007) 『Sketching User Experiences: Getting the Design Right and the Right 

Design (Interactive Technologies)』, Morgan Kaufmann 

[그림 28] 빌 벅스톤의 스케치에 의한 아이디어 구체화 단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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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인 샘플 등을 사용하여 공유하기 쉬운 형태로 가시화해 간다. 

이렇듯 디자인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하여 스케치를 통하여  

다양한 재료로 구조물의 요소(선, 형태, 중량, 질감, 그리고 색채)들을 조정하며, 

그들이 사용하는 요소들은 서로 조절되고, 조직되고, 통합될 필요가 있다. 예술가들은 

조형원리의 본질과 특성들을 모두 응용한다. 51  이러한 조형 원리에 근거한 

디자인에서의 시각화 방법은 창의적 설계능력을 향상 시켜준다. 이러한 디자이너의 

반복적인 스케치를 통한 아이디어의 발전능력은 아이디어 스케치를 통하여 일종의 

시각적 다양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시각화라는 행위를 

통하면서 시각 프로토타입 행위에 의한 다양한 가능성과 사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아이디어를 구체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는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된다. 창의성과 시각화 능력간의 관계에 관한 논문에서 시각분석(seeing), 

상상력(imaging), 그리기(drawing) 3 요소와 창의적 설계 능력의 연관성을 집중 

분석된 바 있으며 이 실험에서는 전문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시각적 추론 

능력이 창의적 설계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다.52  

그러나, 디자이너는 스케치를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하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능력을 갖고 있고 디자이너에게는 '자연스러운'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스스로의 아이디어를 전달하고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영분야에서 시각적 추론 능력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5-1-2. 일반적 시각화 발상 기법 조사  

심리학자 조이 길포드(Joy Paul Guilford)는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이 두 

가지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하였다. 53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방법인 '확산적 사고'와, 

발산사고에 의해 수집한 다양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집약하여 유효한 정보를 

                                            
51 Ocvik, et al. (1990) 『Art Fundamentals: Theory and Practice』,  McGraw-Hill 

Humanities/Social Sciences/Languages, 17 pp. 
52 김용세 (2011) 『경험가치기반 제품-서비스 융합설계』, 대한기계학회 2011년도 생산 및 

설계공학 부문 춘계학술대회, 67-68 pp. 
53 Guilford, J. P.(1959) 『Three faces of intellect』, American Psychologist Vol 14(8), 469-

479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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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가는 방법인 '수렴적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하였다. '브레인스토밍'은 

'확산적 사고'의 대표적인 예이며, 시각적으로 이를 정리하는 '그래픽 페실리테이션'은 

'수렴적 사고'의 예로 볼 수 있다.  

'확산적 사고'의 방법으로는 주어진 사실과 요구를 바탕으로 종합 추론 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을 살펴보고 

수렴적 사고의 방법으로써 어떻게 디자인에서 쓰이는지 조사하였다.  

 
(1) 브레인스토밍  

디자인 방법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대표적인 

창의적 발상방법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브레인스토밍은 디자인 실무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기법이다. 이는 해결하고자 하는 주제에 관하여 회의형식을 

채택하고, 구성원의 자유발언을 통한 아이디어 제시를 요구해 문제해결을 위한 

발상을 찾아내려는 방법이다. 자유분방, 비판금지, 수량추구, 편승의 4 대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집단 회의이다. 오리지널 브레인스토밍과 관련해 가장 널리 연구된 

이슈는 집단 발상법에 관한 것이다. 이중 집단의 크기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다. 브레인스토밍 집단에 관련된 연구 외에는 과제의 특성 등이 연구되었다. 

하라리와 그라함(Harari&Graham), 정세영 외 등은 과제의 현실성 및 중요성 등에 

따른 브레인스토밍의 효율을 탐색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현실과제 보다는 

비현실과제에서, 중요한 과제보다는 덜 중요한 과제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가 

도출되었다. 이 밖에 고든(Gordon)은 추상적 문제에서 시작해 구체적인 문제로 

발상의 범위를 좁혀 나가는 기법을 고안했으며 이 기법은 사람들이 문제에 너무 

근접해 있어 사소하고 자명한 해결책만 나올 경우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54 

브레인스토밍의 원리는 첫째, 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인 경우에 제기되는 

아이디어가 더 많다는 점이다. 둘째, 아이디어 수가 많을 수록 질적으로 우수한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많으며, 셋째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는 비판이 가해지지 

않으면 많아진다는 점이다. 브레인스토밍은 의심할 여지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집단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에 반영되어 또 다른 생각을 창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브레인스토밍의 

효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종이의 크기였으며, 종이의 크기와 주제의 
                                            
54 성진하, 이우훈 (2010) 『디자인 브레인스토밍에서 아이디어 표현 매체로서 종이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 87호 Vol.23 No.1, 247-256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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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이 적절히 부합될 때에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다. 종이 크기 효과란 

브레인스토밍에서 종이의 크기가 특정한 아이디어 표현양식을 유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종이가 클수록 그림 표현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종이 크기의 효과는 

도출된 아이디어의 개수와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55 

알렉스 오스번은 브레인스토밍 기법에서 아이디어의 창출단계를 형식화하여 

표현하였는데, 적응, 준비, 분석, 가정, 부화, 종합, 검증의 단계로 구분하여 

진해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56 [그림 29] 

 

                                            
55 성진하, 이우훈 (2010) 『디자인 브레인스토밍에서 아이디어 표현 매체로서 종이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 87호 Vol.23 No.1, 247-256 pp. 
56 유재춘 (2009) 『디자이너를 위한 고든법의 발상기법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9(3), 

433-442 pp. 

1 적응 

•목표를 정하고 
초점을 맞춰라  

2 준비  

•모든 감각을 
사용하여 열린 
마음을 지녀라  

3 분석  

•어떻게 왜 
원인과 결과를 
들어라  

4 가정  

•다른 
아이디어로 
이어지게 하라  

5 부화 

•잠시 휴식을 
취하라   

6 종합 

•모든 것을 
결합하여 
가치있게 
만들어라  

7 검증 

•상상력이 아닌 
판단력을 
사용하라  

[그림 29] 형식화된 A. 오스번의 아이디어 창출과정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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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에서와 마찬가지로 브레인스토밍은 다양한 인풋을 비판적 사고 없이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디어의 비판금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어떠한 틀에도 갇히지 말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이야기해보자. 그 누구도 상대방의 아이디어에 대해 비판해서는 안 된다로 흔히 

이야기되는 브레인스토밍의 규칙 대신, 최근에는 대안으로 브레인스토밍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제한이나 목표를 정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 아이디어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 

평가 근거를 미리 정의하여 그 틀 안에서 아이디어 도출이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그 

틀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디어 발상과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서 활용되어 

마지막에 얻게 되는 아이디어가 조직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IDEO의 

경우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보다 많은 아이디어들을 도출하고 이 과정에서 수백 

개의 포스트잇을 결과적으로 보여지기도 한다.57 [그림 30] 

 
(2) 카드 소팅    

디자인에서 사용성 평가가 자주 등장하면서 아이디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소팅하고 이러한 소팅과정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상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 

소팅(card sorting)' 방법이 소개되고 있으며 브레인스토밍의 아이디어를 좀더 

조직적으로 발전한 형태로 보여지고 있다. '카드 소팅'이란 사람들에게 여러 장의 

카드로 구성된 세트 또는 포스트잇 노트 세트를 제공하고 그들이 만든 그룹 또는 

                                            
57 Ben Hammersley (2009) 『Reinventing British manners the Post-It way』, available at 

<http://www.wired.co.uk/magazine/archive/2009/12/features/reinventing-british-

manners-the-post-it-way?page=all> 

[그림 30] IDEO사의 포스트잇을 이용한 브레인스토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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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에 카드를 정렬하도록 하거나 또는 카드들의 그룹 또는 카테고리를 

만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사람들에게 그룹을 만들도록 하였다면 이것을 '오픈 

소팅(open sorting)'이라고 부르고 다른 방법인 만들어진 그룹에 소팅하도록 하였다면 

'클로즈드 소팅(closed sorting)'이라고 부른다. 카드세트에는 최근에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제공하여, 시각적 영감도 자극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58 [그림 31] 

 
(3) 마인드맵     

'마인드맵(mindmap)'은 영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토니 부잔(Tony Buzan)이 

1971 년 고안해낸 학습방법으로 그 이론적 토대가 되는 것은 인간의 두뇌에는 

좌뇌와 우뇌의 기능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일이나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양 뇌가 서로 교류하면서 발달할 때 두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각 분야에서 천재로 알려진 인물들은 모두 양 뇌가 고루 

발달하여 과학과 예술분야에서 탁월한 천재성을 보였다. 그림을 그리듯 쓰고, 글씨 

대신 이미지화된 그림으로 표현하는 마인드 맵의 학습방법은 이러한 양 뇌 발달에 

                                            
58 WEEK 24: CARD SORTING THE PROTOTYPE, available at 

<http://serabox.com/2012/03/week-24-card-sorting/> 

[그림 31] 사진을 이용하는 카드소팅을 활용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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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 이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59  마인드 즉 생각, 사고를 기존의 필기방법인 

직선형으로 기록하지 않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처럼 나타내는 방법이다. '마인드 맵'은 머릿속의 생각을 마치 거미줄처럼 지도를 

그리듯이 핵심어를 이미지화 하여 펼쳐 나가는 기법이고 자신의 머리 속에 있는 

사고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법이기도 하며 여러 개념들 사이의 관례를 

숫자, 크기, 색상, 기호, 그림 등으로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창의력은 물론 

이해력과 회상력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준다. '그래픽 디자이너를 위한 마인드 맵'60 [그림 

32]을 보면 핵심어를 가운데에 두고 관련되는 개념들을 가지치기 하여 그려낸 것을 

볼 수 있다.  

 

'마인드 맵'의 특징은 첫째, 중요한 주제는 중심 이미지에서 구체화하는데 있고 

둘째, 주요 주제는 나뭇가지처럼 중심 이미지에서 뻗어 나가며, 셋째 가지들은 

결합된 선상에서 핵심 이미지와 핵심어로 구성되며 이때 중요한 순서로 구성된다. 

                                            
59 이종석, 신수길 (2000) 『마인드 맵을 이용한 제품디자인 컨셉의 이미지화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 39호 Vol.13 No.4, 137-144 pp. 
60 Idea Generation Techniques : Mind Mapping For Graphic Design, available at 

<http://www.thegraphicdesignschool.com/blog/graphic-design/idea-generation-

techniques-mind-mapping-for-graphic-design/> 

[그림 32] 그래픽 디자이너를 위한 마인드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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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가지는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구조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이미지 맵  

앞서 언급한 것처럼 디자이너들은 디자인 컨셉을 만들기 위하여 사전에 다양한 

리서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는 수 많은 정보가 존재하고 디자이너는 

이를 분석/정리/가공하여 상품 컨셉에 맞는 디자인 컨셉을 도출하게 된다. 디자인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일련의 분석된 정보는 문자로 정리되거나 사진에 의한 

'이미지 맵(Image Map)'으로 표현되어 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고 컨셉의 도출방법 

또한 키워드로 구성된 문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수학적 논리성 보다는 감성 창의성에 

익숙한 디자이너에게 이미지 표현이 아닌 문자 표현은 어렵기만 할 뿐 아니라 컨셉 

키워드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며 광범위하여 구체적인 컨셉의 이해를 

돕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시각적 표현과 함께 쓰인 마인드 맵에서 발전된 

'이미지 맵'이 디자인의 컨셉을 나타냄과 동시에 디자인 초기의 발상과정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비쥬얼 프랙티스 2020' 61  [그림 34]의 '이미지 맵'을 보면 텍스트도 

있지만 이미지를 상당부분 사용하여 이해를 돕는 것을 볼 수 있다.  

 

 

                                            
61 Visual Practice 2020, available at <http://www.flickr.com/photos/ninmah/page12/> 

[그림 33]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마인드맵 (IQmatrix.com) 



 

 - 66 - 

  
(5) 그래픽 촉진(Graphic Facilitation)  

아이디어를 쉽게 시각화 하는 디자인의 창의적 발상기법을 아예 비즈니스의 

전략이나 신규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워크샵 형태로 제공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때 시각화에 능한 디자이너가  '그래픽 퍼실리테이터(Graphic Facilitator)' 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아이디어 시각화 역할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 그래픽 

페실리테이터인 브랜디(Brandy Agerbeck)62의 작업을 보면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를 

텍스트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5] [그림 36] 이는 아이디어 

발상의 결과물을 시각화 하는 행위는 보다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도울 뿐만 

아니라 시각화 하는 행위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62 Brandy Agerbeck website, available at < http://www.loosetooth.com/Viscom/gf.htm> 

[그림 34] 비쥬얼 프랙티스 마인드 맵 

[그림 35] 그래픽 페실리테이션 컨셉 & 프로세스 (loosetoo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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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새로운 시각화 발상 툴 조사    

전통적인 시각화 툴은 종이로 만들어진 노트, 스케치북이었으나 이것이 디지털 

환경으로 바뀌면서 아이디어 시각화에 대한 방법과 툴도 변화하고 있다. 요즘은 

디스플레이와 입력장치의 경계가 모호해졌으며 풍부한 동작 인식이 가능한 

인터랙티브한 장치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여러 손가락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멀티터치도 가능하다. 이러한 조작의 편의성에 의해서 아이디어 스케치 과정도 

기존의 종이에서 아이패드, 갤럭시 탭 등의 모바일 타블렛 PC등으로 옮겨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매체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이른바 전자 브레인스토밍 기법도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63 이러한 디지털 시각화 툴은 동시 다발적으로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으며 로그 추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타블렛 PC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아이디어 시각화 발상 툴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앱스토어에서 

아이패드 시각화 아이디어 툴을 조사하고 이들을 분류함으로써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시각화 발상 툴의 경향을 정리하였다.  

                                            
63 성진하, 이우훈 (2010) 『디자인 브레인스토밍에서 아이디어 표현 매체로서 종이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 87호 Vol.23 No.1, 247-256 pp. 

[그림 36] 이노베이션 센터를 위한 그래픽 페이실테이션 결과물 (loosetoo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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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모바일 아이디어 시각화 툴 분류표 

 

대분류 분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어 축적  드로잉 툴  

(Drawing Tool)  

Designer, Ideaboard, Nakin 

Genius, Ideate, Webpad, Ideas 

메모 툴  

(Memo Tool)  

Note hub, Stickyboard, Smarts 

notes, Voice Memos, fredge 

note, Memo board, Touch 

Memo  

아이디어 분류/정리  마인드 맵  

(Mind Map) 

Idea Sketch, Idea Mapper, 

Mindmeister  

아이디어 발상 가이드  영감 툴  

(Inspiration Tool) 

Ideas?(technical idea note), 

아이디어 블록 

아이디어 가이드  

(Ideation Guide) 

IDEO method card, Creavate 

Idea card 

 

모바일 아이디어 시각화 툴 분류 조사 [표 ] 에 의하면 아이디어 스케치와 메모를 

통하여 아이디어를 항시 저장할 수 있는 '아이디어 축적' 툴과 아이디어를 조직화하여 

정리하고 발전시키려는 '마인드맵 스타일의 '아이디어 분류/정리' 툴, 그리고 아이디어 

발상 방법을 제공하는 '아이디어 발상 가이드' 툴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이디어 축적 툴에는 Adobe 사의 '아이디어즈(Ideas)'64처럼 아이디어를 항시 

스케치하거나 자유롭게 입력하는 기존의 스케치북 형태를 띄는 어플리케이션 [그림 38] 

과 포스트잇 '노트앱' 65 처럼 포스트잇에 아이디어를 적는 것과 유사하게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메모형태로 입력하고 이를 분류할 수 있는 메모 툴의 형태[그림 37]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64 Adobe Ideas App, available at <http://www.adobe.com/products/touchapps.html> 
65 Virtual Geotagged Post-It Notes: iPhone + iPad Reminder App, available at 

<http://obamapacman.com/2011/09/virtual-geotagged-post-it-notes-iphone-ipad-

reminder-a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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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스케치와 메모 형태의 아이디어 툴은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의 역할을 

담당하며 기존 아날로그 형태와 다른 점은 디지털화에 의해서 기존에 축적된 

아이디어들을 다시 불러내어서 더 다른 아이디어로 발전시키거나 아이디어들을 

비교하고 이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림 38] Adobe 아이디어즈 앱 

[그림 37] 포스트잇 노트 앱 



 

 - 70 - 

앞서 언급한 마인드 맵 또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져서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마인드맵은 이미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로서도 개발된 사례가 많고 이것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개발되어 많이 쓰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마인드마이스터(Mindmeister)' 앱 66 은 아날로그 형태의 마인드 맵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으면서도 아이디어 가치를 쉽고 용이하게 수정하고 관리하게 함으로써 

사용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림 39]  

 

이외에 우리 주변 일상에서 채집한 짧고 강력한 문구나 단어, 사진 등을 통해 

막힌 상상력을 열어주는 아이디어 발상 자극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아이디어 블록' 

앱' 67 같은 영감 툴 [그림 41] 과 인간 중심적인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행 방법의 핵심을 이해하고 새로운 방안을 통한 통찰력을 찾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다양한 방법과 원칙을 제공하는 IDEO사의 '아이디어 

방법카드(Idea MethodCard)'68와 같은 아이디어 카드 [그림 40] 로 분류할 수 있다.  

 

 

 

                                            
66 Mindmeister App, available at <http://www.mindmeister.com/ > 
67 아이디어 블록 App, available at <http://www.appsapps.net/5058> 
68 Idea MethodCard App, available at <http://www.ideo.com/work/ideo-method-card-

app/> 

[그림 39] 마인드마이스터 인터넷 툴과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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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UI 스케쳐(UI Sketcher)'69 [그림 42] , '블루 프린트(Blue Print)'70 [그림 43] 와 

같은 아이디어 시각화 과정이 좀더 심화되어 일정 개발 템플릿을 제공하고 그 위에 

구체적인 스케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툴도 나타나고 있다.  

                                            
69 UI Sketcher App, available at < http://www.uisketcher.com/ > 
70 Blue Print App, available at 

<https://itunes.apple.com/us/app/blueprint/id405203705?mt=8> 

[그림 40] IDEO 사의 Idea MethodCard 앱 

[그림 41] 아이디어 블록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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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에서 아이디어 툴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이디어를 좀더 

많이 쉽게 발현함으로써 아이디어의 양을 늘리고 다양한 툴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종합하고 시각화 하는 경험 자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디자인관점에서 아이디어를 시각화 하는 과정이 다양한 

정보와 추론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시각화의 구체화를 통하여 좀더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으로 연결되도록 이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림 42] UI Sketcher 앱 

[그림 43] Blue Print 모바일 앱 스케치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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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아이디어 프로세스 (Process) 

 

5-2-1. 디자인의 역할 변화  

21 세기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지식과 기술이 중심이 되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 economy)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즉 선진 

기업들의 핵심 역량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이동하며 

디자인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더욱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통해 다각도에서 접근하는 현실을 시각, 청각, 후각 등 

총체적이며 다면적인 감각을 통해서 수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터넷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 통신 기술은 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21 세기의 디자인은 단순히 소비자에게 시각적 만족만을 주는 것에서 

탈피해 시각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감각을 통해 소비자의 정신적 내면에 감동을 

주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디자인은 이제 제품 전체의 문화적‧환경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처럼 기업이 만든 제품의 형태나 로고, 광고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와 상호작용(human-society 

interaction)을 통해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변모되고 있다. 이에, 

기업환경의 변화는 디자인의 개념을 확대, 변형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자인 제 

분야의 대상과 방법에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피터 고브(Peter Gorb)는 “디자인은 혁신의 

온도조절장치(Thermostat)” 라고 정의했다. 71  곧 디자인은 혁신을 제어, 통제, 

독려하는 프로세스로서 비즈니스에 창의적인 입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모조타는 “현재 비즈니스의 흐름은 혁신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디자인에 

주목하고 있으며, 디자인은 기업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기업을 유지해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디자인이 혁신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인식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72  

하지만 '디자인경영'이 단지 디자이너와 합작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극단화된 시각은 '디자인경영'을 전략적 차원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71 Dumas and Mintzberg (2005) 『What is design management?』, available at < http://ttc-

alumni.weyou.com/article_read.asp?id=30> 
72 구유리, 김재범, 장동련 (2009)『디자인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 내 디자인 역할의 

진화』,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81호 Vol. 22 No. 1, 303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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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의 모호한 영역과 우수한 제품의 개발이라는 디자인 기술 측면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위기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디자인의 프로세스도 결과적 산물에 집중한 

프로세스보다는 가치창조자로서 창의적 발상과 이를 종합하고 이끌어나갈 수 있는 

프로세스의 실행자로서의 책임이 요구된다. [그림 44]  

 

5-2-2. 디자인 프로세스의 진화  

디자이너가 가치 창조자로서의 역할로 변모하려면 디자인 방법론 또한 새로운 

가치창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디자인 방법론은 

언어로 체계화가 어려운 학문인 '경험적 지식(Tacit Knowledge)'의 범주에 있어, 다른 

학문 영역처럼 일반화된 정의가 존재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직까지 디자인의 

방법론으로써 정해진 것은 없으며 디자인의 방법론자체가 시대적 요구와 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진화하여 오고 있다. 앞서 언급한 가치창조자로서의 디자인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또한 디자인 프로세스에도 발상과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프로세스와 방법론이 부각되고 있다.   

우선, 디자인 방법론으로 많이 대두되었던 '문제-해결 과정(problem-solving 

process)'은 지식과 교육의 본질 속에서 폭 넓게 적용되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창조적 과정을 돕는 것으로 보았다. [그림 45]  

예술 형식, 그래픽, 시각정보, 상품, 건축, 또는 실내 공간의 생성과 관련 있는 

분야에서 많이 쓰였으며 화가, 건축가, 디자이너들에 의해 이용되는 문제-해결과정은 

경영, 마케팅, 엔지니어링, 제조, 교육, 시장조사 등의 다른 분야에도 이용되는 것으로 

문제점  분석  
아이디어 
전개 

선택  수행  전개  

[그림 44] 디자이너의 역할이 가치 창조자로서 변모 (구유리, 2010) 

[그림 45] 문제-해결 과정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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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된다. 문제-해결 과정은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연속적 사건, 단계, 

과정들로 설명되며 최종 목표에 다다르는 창조적 활동을 이끄는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도구로써 이용되어져 왔다.  

이에 한 단계 더 발전하여 '문제 구조화 방법론(PSM : Problem Structuring 

Method)'은 처치맨(Churchman)이 일찍이 정의한 '심술궂은(wiched) 문제'가 

경영현장에 산재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된 문제정의 및 

사고방법론이다. 73  그는 디자인의 사고방법론을 디자인 태도와 시각적 사고 두 

특징으로 분석하였다. 디자인 태도는 디자이너에게 주어진 스킬, 시간 그리고 자원의 

범위 내에서 최선의 답을 찾기 위해서 이미 존재하는 대안 뿐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도 문제 해결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디자인에 의한 

지속적인 문제 해결과정이 창의적인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았다.  

이 두 가지 방법론에서 볼 때 디자이너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그리려고 시도한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고의 과정은 

사고 – 기록(writing) -검토의 언어라는 매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디자이너들은 

시각적인 스케치를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언어대신 사고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로손(Lawson)의 연구에서도 주장된 바와 같다.74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공통적으로 구분되어온 디자인 과정 상의 특징은 1)디자인 

목표를 정의하고, 2)해결안들을 구성하고, 평가하며 3) 최종 선택된 디자인 안을 

활용하여 실체화 시키는 것이다.75 이를 기반으로 디자인 과정에서 수행되는 공통된 

행위 두 가지를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디자인 과정 처음에는 사용자의 의견을 통한 디자인 목표로 구성된다. 디자인 

과정에서 최종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아웃라인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자인 요구사항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때 디자인 생산 주체인 스테이크홀더(Stake 

holders)의 의견을 주로 반영하거나, 최종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한다. 그러나, 디자인 

생산 전 단계에 디자인 평가와 선택과정이 필요하다. 디자인은 목표가 설정되고 나면, 

                                            
73 Richard Buchanan (1990) 『Wicked Problems  in Design Thinking』, the first  French  

university  symposium  on design  research, available at 

<http://demianlamblet.loremipsum.com.br/esdi/46/MMRP/textos%20novembro/Buchanan

%203.pdf> 
74 Bryan Lawson (1994) 『Design in mind』, Butterworth Architecture, 26 pp. 
75 Bill Buxton (2007) 『Sketching User Experiences: Getting the Design Right and the Right 

Design (Interactive Technologies)』, Morgan Kauf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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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아이디어 창발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인 생산을 위한 디자인 안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각 정보들을 조합하여, 

최종 디자인 안 선택에서 중요한 변수들을 고려하게 된다. [그림 46]  

 

이는 '개연적 삼단논법(Abduction)'을 주장한 철학자 찰스 샌더스 퍼스(Charles 

Sanders Peirce)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추론을 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 76  어떠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을 ‘미리’ 증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한다. 이는 새로운 창의적 발상에 의한 신규 비즈니스라 하더라도 그 미래에 

나타난 변수의 복잡성에 의해 아무리 정교한 시장 변화예측이나 비즈니스 예측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래의 

새로운 관념은 그 일이 일어나고서야 그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거라는 잘못된 확실성에 근거하기 보다는 미래에 일어나는 미스터리를 응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이 미스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경험 규칙을 상상하는 ‘사고의 논리적 비약,’ 혹은 

‘최선의 설명을 추론하는’ 과정을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 

탐색과 활용을 균형 있게 활용하여야 하는데, 이 탐색과 활용을 끊임없이 순환하며 

활용하는 기업이 디자인 사고에 기반을 둔 기업이라고 말한다. [그림 47] 확산과 집중, 

탐색과 활용의 디자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디자인 마인드, 즉 

'디자인사고(Design Thinking)'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76로저 마틴 (2010) 『디자인 씽킹 The Design of Business』, 웅진윙스 

[그림 46] 디자인 프로세스 (빌 벅스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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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디자인 사고   

디자인은 산업화 시대에는 부수적인 필요요건처럼 인식되었으나 모두에게 

중요한 것으로 바뀌고 또한 세계변화와 맞물려 새로운 시대에는 다음 인간의 주요 

능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다. 다니엘 핑크(Daniel Pink)는 『새로운 미래가 

온다(A Whole New Mind)』에서 이 시대를 '개념의 시대(conceptual age)' 77  라 

불렀으며 『비즈니스 디자인(Design of Business)』의 저자인 로저 마틴(Roger 

Martin)은 '창조적 시대(creative age)'라고 칭하였다. P&G의 CEO이 

라플리(Lafley)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라는 그의 저서에서 '혁신 

문화(Innovation Culture)' 78 를 언급하였다.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글로벌 경제 

관계가 급격하게 변하고 이로 인하여 창의성과 혁신성이 화두로 떠오르며 이를 위한 

인간의 중요한 능력으로 디자인을 지목하고 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21 세기의 교육의 목표로서 '창의성과 혁신',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이라는 명제를 내놓았다. 79  『디자인웨이(The Design Way)』 

                                            
77 Daniel H. Pink (2006) 『A Whole New Mind: Why Right-Brainers Will Rule the 

Future』, Riverhead Trade 
78 A. G. Lafley, Ram Charan (2008) 『The Game Changer: How Every Leader Can Drive 

Everyday Innovation』, Profile Books 
79 P21 Statement on President Obama's 2012 State of the Union, available at 

<http://www.p21.org/events-aamp-news/press-releases/1026-p21-sotu-2012> 

[그림 47] 성공하는 기업의 지식생산필터 (로저마틴, 2010) 



 

 - 78 - 

저서의 저자인 넬슨(Harold Nelson)과 스톨터만(Erik Stolterman)은 "디자인 

프로세스는 디자이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또는 어떤 것을 

리드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모두를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일을 하는, 존재하는 것들로 부터 상상력의 나래를 펼치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80 

일반적으로 '창조적이지 않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신이 절대로 '창조적인' 

사람처럼 생각할 수 없다고 믿는 경우가 있다. 마치 디자이너 등 창조적인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추론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디자인 사고는 관찰을 통해 문제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추론법을 통해 

가능한 해법들을 찾아내기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인간은 창조적 존재이고, 

누구나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 사고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창조력을 둘러싼 오해 중에는 가장 처음으로 떠오른 영감이 항상 '정확하지는' 않다는 

것이 있다. 즉, 처음으로 떠오른 생각은 검증이 필요하고, 따라서 디자인이란 실제로 

영감이 10%, 노력이 90%이며, 혁신은 분명한 목적을 향한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창조적 전문직 종사자들은 대부분 믿는 것이다. 즉, '디자인사고' 역시 한 

프로세스에 연결된 일부인 것이다.  

접근법으로서 '디자인사고'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적용해왔던 

문제해결법이 간과했던 능력을 필요로 한다. '디자인사고'는 인간 중심의 상품과 

디자인을 만들어내는데 포커스를 둘 뿐 아니라 프로세스 자체 또한 인간적이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패턴을 인지하고, 감정적인 의미 뿐 아니라 기능까지 갖춘 

아이디어를 설계하고, 단어나 상징보다 수단으로 우리를 표현하는 능력에 의존한다. 

어느 누구도 감정, 직관, 영감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것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에도 위험 부담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디자인 프로세스의 핵심에 접근하는 통합된 방법인 '디자인사고'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한다. 81   '디자인사고' 과정은 일련의 스텝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겹쳐지는 공간들의 체계라는 말로 가장 잘 설명된다. 즉 '디자인사고'는 세가지 

                                            
80 Harold G. Nelson, Erik Stolterman (2003) 『The Design Way: Intentional Change in an 

Unpredictable World : Foundations and Fundamentals of Design Competence』, Educational 

Technology 
81 Tim Brown (2008) 『Design Thinking』, Harvard Business Review [Online PDF]. 

Available at 

<http://www.ideo.com/images/uploads/news/pdfs/IDEO_HBR_Design_Thinking.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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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영감생성',  '아이디어 도출',  '실행'의 공간이다.  

'영감'은 해결책을 찾는 것을 동기 부여하는 이슈나 기회로 생각하면 되고, 

'아이디어 도출'은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발전시키고 테스트하는 과정이며, '실행'은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을 사람들의 생활에 직접 적용해보는 과정이다. '디자인사고'에서 

스텝이 아닌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항상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들은 영감생성, 아이디어 도출, 실행의 공간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정제하고, 새로운 방향을 탐구하면서 적어도 한 번 이상 되돌아가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러한 과정을 밟는 사람들에게는 

디자인사고가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한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경험하다 보면 참여자들은 이 과정이, 조직들이 지금까지 전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순서화된 과정과 다르더라도, 이치에 맞고 결국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디자인 사고의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2 [그림 48] 

 영감 생성(Inspiration)의 시작점, 개요(brief)  

디자이너들이 세 가지 공간을 순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디자인 프로세스는 해결안을 찾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동기 

부여하는 문제점이나 기회로 볼 수 있는 영감 도출 공간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영감도출 단계에서 전형적인 시작점은 '개요(brief)'다. '개요'는 프로젝트 팀에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프레임 워크와 그들의 개선 정도를 

측정하게 하는 벤치마킹, 현실화시켜야 하는 목표들을 주는 정신적인 제한 

점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격선과 가능한 기술들, 시장 세분화와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다양한 비전과 인사이트를 만들어보는 아이디어발상(Ideation) 

디자인사고의 두 번째 공간은 '아이디어발상(Ideation)'으로 불리는 아이디어 

도출이다. 관찰과 디자인 리서치를 한 뒤, 프로젝트 팀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변화를 위한 해결안이나 기회로 이끌어주는 인사이트로 정제하는 종합적인 

프로세스를 거친다. 이 접근법은 다양한 해결안들, 그리고 인간 행동에 대한 

다른 인사이트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한다. 이들은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82 Tim Brown (2008) 『Design Thinking』, Harvard Business Review [Online PDF]. 

available at 

<http://www.ideo.com/images/uploads/news/pdfs/IDEO_HBR_Design_Thinki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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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이 될 수 있고,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실행 공간의 핵심인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 

프로세스의 세 번째 공간인 '실행(Implementation)'은 '아이디어발상' 공간에서 

생성된 아이디어 중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바뀌는 

곳이다. 실행 과정의 핵심은 아이디어들을 테스트해보고, 이를 다듬어 실제 

상품과 서비스로 만들어보는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이다. 

 

이러한 '디자인사고'가 비즈니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핵심능력으로 

등장하면서 '디자인사고'를 비즈니스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도입하려는 개념이 새로이 

제시되고 있다. 

결국 아이디오의 디자인 사고에서 중요한 점은 디자이너는 가치창조자로서 

이러한 '디자인사고'를 잘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구성원의 협업을 촉진하는 

[그림 48] 디자인사고 프로세스 (팀브라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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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실리테이터과 실제 아이디어를 디자인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물로 만들어 내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 프로세스에는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창의적인 결과물을 

가져오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디자인사고'에서 가장 중점 능력은 

브레인스토밍과 종합, 그리고 프로토타이핑을 통한 시각화 과정에 달려있다. 어떻게 

보면 IDEO 사의 '디자인사고'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산해내기 위한 디자인 

관점에서의 아이디어 프로세스라 볼 수 있을 것 이다. 이에 디자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상하기 위한 구체화된 아이디어 프로세스 

사례를 연구하여 이를 디자인의 진화된 창의발상 모델 제안의 기초 근거로 

사용하고자 한다.  

 
5-2-4. 시각화 아이디어 프로세스 조사   

'디자인 프로세스'란 정보디자인을 진행하기 위한 순서나 절차를 의미한다. 

디자인 프로세스는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 규모나 디자인, 비즈니스 등에 따라 

다르지만 시작하는 단계에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디자인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중요하다. 

최근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창의 발상을 위하여 단순히 브레인스토밍의 단편적인 

발상 방법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체계화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상 

프로세스를 내 놓고 있다. 이는 아이디어가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풍부한 자원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체계화하고 이를 선택하는 과정이 보다 

객관적으로 발전되고 이를 통하여 창의적이면서도 사업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1) BrainStore 사의 IdeaMachine    

브레인스토어사의 '아이디어머신(IdeaMachine)'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로서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수립하고, 영감을 생성한 후, 

아이디어로 압축, 선정하는 4 개의 단계로 구성된다.83   

1) 관리(Management) : 아이디어 도출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아이디어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정의하며, 영역별 담당자와 단계별 

참여인력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83 Nadja Schnetzler (2005) 『The Idea Machine』, Wiley-V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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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성(Boost) : 아이디어 도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참석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워크샵을 개최하여 영감을 생성하는 과정으로 이때 다양한 

방법은 영감(inspiration)을 최대한 많이 생산하는데, 이때 쓰이는 영감생성의 방법은 

150 여가지 이상으로 아이디어 시각화를 비롯한 다양한 자극 방법을 통하여 최대한의 

아이디어 영감 생성을 목표로 한다.  

3) 압축(Compression) : 앞서 생성된 영감들을 목적과 기준에 맞는 양질의 

아이디어로 구체화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으로 다양한 사용자들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면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 성공 가능성 등 해당 비즈니스 전문가가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정제된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시각화 프로토타이핑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4) 선택(Selection) ; 최종 실행할 아이디어를 참여하였던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평가 받게 하고 이 과정을 의사결정권자가 지켜봄으로 인해서 

객관적으로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아이디어를 실행할 실무자들로 구성된 팀이 선정된 

아이디어의 실행계획안을 수립한다.  

이 4 단계는 각각의 세부수행활동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프로젝트 범위와 규모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아이디어웹(IdeaWeb)'으로도 개발 84  [그림 49] 되어 목표하는 결과물과 

아이디어 발상 조건에 따라 프로세스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과 
                                            
84 Online IdeaFactory software, available at 

<https://docs.google.com/document/edit?id=1w5c6sEZIPYgcuiRXEKb8lfKe_yzc4_IhMlKj8n

N8vOk&hl=de&pli=1> 

[그림 49] 아이디어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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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아이디어 발상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준다. 그러나 

아이디어웹은 워크샵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으며 주어진 

시간과 주제에만 한정되어 진행된다는 단점이 있다. 아이디어웹에 참여한 사용자들의 

의견으로는 시간에 대한 압박이 창의적 아이디어의 발상을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피드백도 있었다. 또한, 전 과정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공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발상하는데 있어서 동기부여를 하기 힘들며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제기되었다.  

 
(2) Dan Roam의 아이디어 시각화 SQVID    

댄로암(Dan Roam)은 『생각을 쇼하라(Back of the napkin)』이라는 저서를 

통해 비즈니스 분야에서 아이디어 시각화의 중요성을 주장 하였다. 85  아이디어를 

공유함에 있어서 텍스트와 어려운 도표로 인하여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음을 제기하며 시각화 하는 행위가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의 행위로 

발전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85 Dan Roam (2009) 『The Back of the Napkin: Solving Problems and Selling Ideas with 

Pictures』, Portfolio, 89-120 pp. 

[그림 50] 아이디어 시각화 발상 기법 SQVID (댄 로암,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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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 시각적 사고는 '살펴보기' – '인식하기' – '상상하기' – '제시하기'의 4 단계 

프로세스 순서대로 이어지지만 반드시 일직선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일련의 

고리처럼 사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필요하다면 상상하기에서 살펴보기로 순환할 

수 있다. 살펴보기가 첫 과정인 것은 전체를 펼쳐보고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인식하기는 중요한 것을 가려내고 어떤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 

그룹핑(grouping)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상상하기를 통해 살펴보고 인식한 것을 

재해석하고 자신만의 그림을 만든다. 제시하기에는 핵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 

'어떻게'와 '왜'가 담겨 있어야 잘 정리된 제시하기라고 할 수 있다. 이 4 단계 사고는 

‘사고하기’뿐만 아니라 '제시하기'의 기본 틀이 된다.  

인식한다는 것은 문제를 정확히 알아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인식하기, 

제시하기의 여섯 가지 인식을 이용하여 '누가/무엇을, 얼마나 많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왜' 의 여섯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한다. 이 여섯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풀어낸다면 사고 능력에 따라 많은 것을 밝혀낼 수 있다.  

상상하기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5 가지 방법 SQVID [그림 50]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다양한 방법의 시각화의 예를 통하여 설명될 수 있다. 사과에 대하여 어떤 

사과이든(comparison), 다 먹고 꼭지만 남은 모습이든(Delta), 애플파이 

그림이든(execution),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제시할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또한, 제시하기의 여섯 가지 시각적 사고 틀은 여섯 

가지 인식에서 제시한 항목에 맞게 아이디어를 시각화 하는 시각적 사고 틀을 

알려주고 있다.  

 
(3)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  

스위스의 알렉산더 오스터왈더(Alexander Osterwalder)는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 (Business Model Generation)』라는 저서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창의적 아이디어 생산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빌딩 하는 

템플릿을 만들고 이에 맞추어 각 단계별로 창의적 발상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86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시각화 스케치는 아니지만 각 비즈니스 모델 생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끌어내어 전체를 시각적으로 한눈에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총 9 단계로 나누어진다. 
                                            
86 Alexander Osterwalder, Yves Pigneur (2010) 『Business Model Generation: A Handbook 

for Visionaries, Game Changers, and Challengers』, W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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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분류(Customer Segments): 하나의 또는 여럿의 고객 구분을 통하여 고객의 

성향을 조직화하는 것으로 사용자 경험디자인에서 파르소나를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  

 가치 제안(Value Propositions):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 제안을 통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제시한다.  

 채널(Channels): 가치 제안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배포되고 판매되는지에 대한 채널을 정리한다.  

 고객 관계(Customer Relationships): 분류된 각각의 고객들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유지해나갈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수입원(Revenue Streams): 고객에게 성공적으로 가치제안을 하여서 생기는 

수익원을 예측한다.  

 주요 자원(Key Resources): 비즈니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에 대하여 

규정한다.   

 주요 활동(Key Activities): 주요 활동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정한다.  

 주요 파트너쉽(Key Partnerships):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내 외부로 

필요한 주요 파트너쉽을 고려한다.  

 비용 구조(Cost Structure): 비즈니스 모델의 항목들을 비용구조에 넣어서 결과로 

산출하여 본다.  

[그림 51] Business Idea Generation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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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만들기의 경우에는 상당부분 디자인 분야에서 가져온 이론을 

바탕으로 아이디어의 실행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실행가능성을 고려한 

아이디어의 구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캔버스도 제공하고 있다.87 [그림 51] 

이는 디자인 사고에서는 간과 되고 있는 부분이며 범용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객 중심의 아이디어 도출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실행과 선택부분에서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4) 아이디어가방 ideaWallets 

'아이디어가방(ideaWallets)'은 카드소팅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영감과 

아이디어들을 관리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제공하며 적은 노력으로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  

아이디어가방은 크게 3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88 [그림 52] 

1) 카드(Card): 텍스트, 사진, 음성메모 또는 스케치를 카드에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각 카드의 내용은 관심 사항에 대한 정보 등으로 구성된 

영감(Inspiration) 또는 초기단계의 아이디어라 할 수 있다.  

2) 사고 도구(Thinking tools): 카드 소팅, SWATO 분석, 차트 분석 등을 통하여 

카드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더 많은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더 많은 아이디어 카드를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한다.  

3) 프로젝트(Projects): 아이디어 카드를 분류하여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고 이들 

프로젝트를 저장하고 관리한다.  

아이디어가방은 모바일에서는 보기 드물게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툴로서 

제공되고 있으며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프로세스를 담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볼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의 인터페이스 또한 실제 아이디어를 낼 때 이용하는 포스트잇 

형태 등을 차용하여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였다. 또한 타블렛 PC 의 

장점을 살린 피지컬 인터렉션의 제안으로 최대한 살려 효율적으로 아이디어를 

저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실제 아이디어를 저장하고 이를 

프로젝트로 만드는 단계가 복잡하며 모호하게 연결되어 있어 아직 시스템으로 

발전된 프로세스라기 보다는 다양한 발상 도구들을 모아 놓은 것처럼 보인다.  

                                            
87 Business Model Generation Canvas & App, available at 

<http://www.businessmodelgeneration.com/> 
88 ideaWallets App, available at <http://www.ideawalle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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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디자인 프로세스 변화의 분석결과와 최근 새로이 나타나는 아이디어 발상 

프로세스를 보면 영감을 최대한 많이 생성하고 이를 아이디어로 구체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유사한 프로세스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이디어 시각화 툴에서는 

아직 디자인의 창의적 발상이 적용된 프로세스가 툴로서는 제시된바 없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디자인 아이디어 발상 툴이 제공된다면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 발상 프로세스가 범용적으로 이용되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고 하겠다.  

 

 

5-3. 아이디어 협업 (Collaboration)    
 

시각화, 프로세스에 이어 '아이디어 협업'은 디자인 아이디어 발상 프로세스를 

이루는 요소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협업의 요소로서 규정되어야 하는지를 

디자인 아이디어 발상에서 협업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러한 협업이 현재 어떠한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사례조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서 디자인 아이디어 

협업에서의 필요사항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그림 52] 아이디어가방의 카드소팅을 이용한 아이디어 발상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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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디자인 사고에서 협업의 중요성  

원래 '디자인사고'는 앞서의 창의적 프로세스와 같은 맥락의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아래 디자인 사고방식 89  [그림 53] 에서와 같이 현상을 보고 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념의 공간을 탐험하고 변형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디자인 사고를 발전시켜 나간다.  

보고, 이해하고, 만드는 반복적 과정을 진행하는 디자인 사고는 프로젝트의 

시작단계부터 관련된 보다 많은 혹은 모든 전문 분야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런 

역동적 접근법은 처음부터 모든 팀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개선, 프로젝트 목표의 

정확한 이해, 강력한 합의 형성 및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어서 아이디어 

발전을 돕는다. 또한 이 접근법은 리스크 관리가 내재화되어 있어서,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한 조직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제거하고, 최종 결과물의 문제점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사고'는 한 명이 하는 것보다 다수의 각기 다른 성향과 백그라운드, 

다른 개념의 공간을 가진 창의적 인재가 참여할 때 디자인 사고의 과정과 결과물이 

더욱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비즈니스 분야에서 다양한 구성원과 창의적 

발상을 위하여 '디자인사고'를 진행함에 있어서 협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며 이는 과거 디자이너 주도의 결과물 지향보다는 디자인이 프로세스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창의적인 능력으로 인정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은 각 창의적 발상을 할 수 있는 반복적 사고를 하며 이를 통하여 현재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하는 상황까지의 다양한 변수와 조건들을 고려하여 창의적인 

                                            
89 Chris Pacione (2010) 『Evolution of the Mind: A Case for Design Literacy』, Interactions 

March + April 2010, 6-11 pp. 

[그림 53] 디자인사고 방식 (The Praxis of Design Thinking by Chris, 2010) 



 

 - 89 -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된다. [그림 54] 이 과정에서 창의적 발상을 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존재하는 

문제와 상황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발상을 하고 이를 자신의 전문분야관점에서 

의견을 교류해야 한다.  

  

즉, '디자인사고'는 창조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이며, 총체적인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협업이 필요하며, 사용자와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계속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디자인사고'를 지지하고 직접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디자인 사고를 통한 협업을 통해서 사용자와 사용자의 니즈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보다 더 우수한 해법을 찾을 수 있고, 따라서 

보다 혁신적이며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에 IDEO에서 2010 년 8 월에 시작된 '오픈아이디오(Open IDEO)' 

프로젝트 90 는 디자인 사고의 협업을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더 극대화한 

사례로 보여질 수 있다. 오픈아이디오에는 IDEO에서 선정한 일련의 도전과제들이 

생성되는데, 창의적이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제안 방식에 있어서도 영감을 주는 어떤 관찰의 결과, 

사진, 아이디어의 스케치, 관련 비즈니스 모델 등 어떤 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도전과제들은 '영감 얻기(Inspiration)', '개념잡기(Concepting)', '평가하기(Evaluation)'  

3 단계를 걸쳐 공유와 협동을 통해 발전되며 이 모든 과정이 모든 참여자에게 열려 

있다. 

발생한 컨셉들은 모두 공유가 가능하고, 재구성 및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90 OpenIDEO, available at < http://www.openideo.com/ > 

[그림 54] 순환 기술과 협업(Collaborative and Iterative Skill by Chri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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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이렇게 참여와 공유를 통해 발전된 컨셉들 중 가장 좋은 컨셉이 선정되어 

아이디오와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조직들에 의해 실현되게 된다. 아이디오는 

오픈아이디오에 대해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힘을 얻어 실현되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오픈아이디오는 ‘참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당신의 아이디어, 그의 조언, 

그녀의 컨셉, 그리고 우리의 디자인 프로세스가 합쳐져야 한다. 이러한 크고 작은 

공유와 협동의 순간들이 이 플랫폼을 이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동적인 

원천으로 작용하게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여기서 오픈아이디오 사이트 [그림 55] 를 단순한 서비스 사이트가 아닌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플랫폼의 의미는 참여자들을 끌어들여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서비스나 사업을 발전시키고 강화시키는 장으로써의 의미를 갖는다.91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이득이 되는 관계인 선순환 구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오픈아이디오는 어떠한 문제를 제시하는 클라이언트, 이들의 프로세스를 

진행되도록 하는 관리자, 그리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투표로 선택을 받는 참여자 

                                            
91 윤상진 (2012)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 구글처럼 개방하고 페이스북처럼 공유하라』, 한

빛비즈 

[그림 55] 오픈 IDEO 온라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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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선순환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디자인사고를 바탕으로 

한 순환기술과 협업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오픈아이디오 사이트는 디자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아이디어의 실현을 고려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협업을 더하였다. 이러한 

협업 플랫폼의 형태로 온라인상에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현해 가는 과정이 

다양한 사례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순환 협업 과정에 관한 연구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5-3-2. 협업 창의 발상 사례 조사   

 
(1) 마이 스타벅스 아이디어 My Starbucks Idea 

2008 년, 스타벅스는 '마이스타벅스아이디어닷컴(Mystarbucksidea.com)' 라는 

사이트 92 [그림 56] 를 열었다. 스타벅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한 이 사이트에서 고객들은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냈고, 스타벅스는 

이를 현실화시켰다. 사이트가 열린 지 한 시간 만에 300 건의 제안이 등록되더니 그 

숫자는 며칠 만에 수천 건으로 늘어났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투표를 한 건수도 

10 만 건을 넘었다. 예를 들어 아이스커피 속에 든 얼음이 녹아 커피가 연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얼음을 커피로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올리자 7600 명의 고객들이 

즉시 동감을 표시하기도 했고, 지금은 우리에게 익숙한 뜨거운 커피용 납작 빨대도 

이 사이트를 통해 탄생할 수 있었다.  

                                            
92 My Starbucks Idea, available at < http://mystarbucksidea.com/> 

[그림 56] 마이스타벅스아이디어 온라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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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스타벅스 아이디어 사이트에서는 4 단계의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 

아이디어를 올리고 공유하는 '공유(Share)',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투표(Vote)', 게시된 

아이디어에 댓글을 달아서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Discuss)', '실행된 

아이디어(Idea in Action)'이라는 섹션을 통해서 실제 스타벅스에서 아이디어를 

적용한 사례를 공유하는 '보기(See)'로 실행된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보기'에서 

실제 아이디어가 구현되는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여기에 올리는 아이디어가 실제 

구현이 된다는 믿음을 줌으로써 사이트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이디어의 발상과 선택, 적용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모두에게 공개함으로써 더 많은 

사용자가 믿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이 살만하다.  
 
(2) 델 사의 아이디어스톰 ideaStorm 

2007 년, PC제조사인 델(DELL) 컴퓨터는 '아이디어스톰(ideastorm.com)' 93 

이라는 사이트 [그림 57] 를 열었다. 과거 제프 자비스라는 유명 칼럼니스트에게 

불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그가 블로그에 게재한 글로 인해 큰 이미지 손상을 

입었던 과거를 교훈 삼아 고객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사이트로, 고객들이 자유롭게 

델에 바라는 점을 올리면 이를 검토해 실제 실행에 옮기기 위해 만들었다. 고객들과 

비즈니스 및 기술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고객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받는다.  

 

Dell 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고객의 불만족을 규명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 의견을 수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이 사이트를 통해 

                                            
93 IdeaStorm, available at < http://www.ideastorm.com/ > 

[그림 57] 델 컴퓨터사의 아이디어스톰 온라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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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아이디어 중 일부는 실제 제품에 반영해 출시하기도 했다. 더불어 델은 

고객들과 소통한다는 기업이미지도 얻었다. 

 
(3) 펩시의 리후레쉬 프로젝트 Refresh Project  

펩시의 소셜 서비스를 보면 스타벅스보다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발전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제는 신규제품이나 서비스를 넘어서 "기업이 어떤 활용을 하면 좋을까"로 

확대되었으며 그 주제도 굉장히 다양하고 넓은 범위로 확장한 것을 볼 수 있다. 

펩시의 소셜 서비스 '리후레쉬 프로젝트(Refresh Project)' 94 는 스타벅스와 같이 

아이디어 평가를 고객들이 하도록 해 두었다. [그림 58] 올라오는 다양한 의견이 단순히 

펩시의 신규제품이나 서비스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 활동까지 다양한 주제를 

올리고 평가되고 있고, 주제가 사회적 활동까지 포괄하고 있기에 어떻게 보면 기부를 

하자는 의미도 포함된 이런 펩시 활동에 응원을 보내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모으고 

있다. 그 동안 없던 펩시의 다양한 소셜기반/연동된 서비스를 보면 소셜을 얼마나 

기업활동에 잘 이용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94 Pepsi Refresh Project, available at <http://en.wikipedia.org/wiki/Pepsi_Refresh_Project> 

[그림 58] 펩시 리후레쉬 프로젝트 온라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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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파크드 Sparked  

'스파크드(Sparked)'95는 온라인 발룬티어를 통하여 새로운 생각과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을 제공한다. [그림 59] 이는 금전적인 기부 

이외에도 재능기부를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실행해 옮길 수 있는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발룬티어로 등록하면 자신이 원하는 아이디어에 참여할 수 있다.  

 
(5) 썬라이트랩 Sunlight Lab  

 

'썬라이트랩(Sunlight Lab)'96 일정기간 동안 공지를 통하여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95 Sparked site, available at < http://www.sparked.com/> 
96 Sunlight Lab site, available at <http://sunlightlabs.com> 

[그림 59] 스파크드 온라인 사이트 

[그림 60] 썬라이트랩 온라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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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제기하고 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랩이다. 

아이디어를 공모형태로 받고 이를 선포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그림 60] 

오픈아이디오와는 달리 기업의 아이디어 수집채널로서 이용하면서 또한 

고객에게 마케팅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또는 물질적 사회공헌의 의미를 넘어서 

재능기부의 행위와 연결하여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경우들의 사례로 보여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공통점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다수의 호응을 높게 사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것은 이들이 가진 아이디어의 목적의 순수성, 인터넷이라는 

매체자체의 자발성 등에 근거한다고 하겠다. 또한, 이들은 일회성으로 아이디어를 

협업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활동의 커뮤니티로 성장해 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지속성을 가진 아이디어 풀의 커뮤니티 형성은 다른 어떤 시스템보다도 

창의적이면서도 강한 실행력을 가지는 장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오픈아이디오에서 취약한 참여자간의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지속적인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앞서 제시된 해결방안 프로세스의 구체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시각화, 아이디어 

프로세스, 아이디어 협업의 세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연구의 결과로는 아이디어 

시각화 과정에서는 아이디어 양을 늘리고 다양한 툴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종합하고 

시각화 하는 경험 자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발견하였다. 이러한 시각화를 이용한 아이디어 발상 프로세스를 조사 연구하여 

아직까지는 디자인의 창의적 발상이 적용된 구체적인 발상툴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 시각화 방법을 차용한 

아이디어 발상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유용할 것이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아이디어 협업에서는 다양한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안에서 보고 이해하고 만들고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디자인사고'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 결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해결방안 프로세스를 차용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97 

 

                                            
97 이지선, 윤주현 (2010) 『오픈 비즈니스 시대의 디자인 의미와 역할』,  KIDM 디자인경
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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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개방형 협업 창의발상 시스템(OCCIS)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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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디자인 사고의 발전 모델    
 

다음 세대의 엔터프라이즈 모델로 제시되는 '오픈 비즈니스' 모델은 오픈소싱 

또는 크라우드 소싱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이 생성되고 신규 비즈니스 화되고 있는 

일이 빈번해질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인 기존의 폭포수 

모델에서 나선형모델, 그리고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애자일(Agile) 방법론으로 

바뀌면서 집중화에서 분권화로, 일 방향이 수많은 반복으로 바뀌는 현상 등이 전 

분야에 반영되고 있는 것을 증명한다. 이에 대하여 디자인 분야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단순한 결과물의 생산 요소가 아니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업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디자인사고'로 접근되어야 한다. '디자인사고'가 창의적 

발현의 이상적 목표를 도달하게 하는 고객의 경험을 뛰어넘는 요소로서 작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디자인사고'를 바탕으로 한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6-1-1. 디자인 창의발상 모델 제안  

본 논문 3 장에서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에 대한 조사맥락에서 테크놀로지의 

발상방법과 디자인적 발상방법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보다 개선된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방법을 제안한바 있다. [그림 61]  

 

또한 이는 과거 디자인의 역할에서 비즈니스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디자인 

사고와 같은 맥락을 보이고 있음을 5 장에서 기술한 바 있다. '분석적 사고'에 둔 

완벽한 숙련은 테크놀로지의 발상방법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으며 '직관적 사고'에 

근거한 창조성은 디자인 발상방법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그림 61] 창의적 발상을 위한 디자인 발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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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와 디자인을 분석한 발상방법론과 디자인사고의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의 상호작용 98은 같은 내용이라 볼 수 있다. [그림 62] 

 

아이디오의 팀 브라운은 『디자인에 집중하라(Change by Design)』 저서 99에서 

디자인 사고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디자인의 사고 프로세스는 ' 

생성(Inspiration)', '아이디어의 발상(Ideation)', '구현(Implementation)'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63]  

                                            
98 로저 마틴 (2010) 『디자인 씽킹 The Design of Business』, 웅진윙스 
99 Tim Brown (2009) 『Change by Design: How Design Thinking Transforms Organizations 

and Inspires Innovation』, HarperBusiness 

영감생성 

Inspiration 

아이디어 발상 

Ideation 

아이디어 구현 

Implementation 

[그림 62] 디자인 사고 (로저마틴, 2010) 

[그림 63] 디자인사고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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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생성' 과정에서는 해결책을 찾아나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뼈대를 구성할 수 있는 소규모의 집단이 이때 형성된다. '아이디어 발상' 단계에서는 

해결책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발전시키고, 테스트하는 

단계를 말한다. '아이디어 구현' 단계는 작업실내에서의 아이디어가 아닌 시장에서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프로세스를 다시 사용자 중심 디자인 

프로세스와 대입시켜 아이디어 발상 과정 프로세스와 연결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1. 사용자를 이해한다. - 관련된 것들을 배운다.  

2. 디자인 목표를 명확하게 한다. -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  

3. 디자인 검토를 통해 시각화한다. - 아이디어를 시각화한다.  

4. 사용자에 의한 디자인 평가 - 아이디어를 다수가 평가한다. 

5. 디자인을 완성하여 목표를 달성한다. - 아이디어를 협업으로 구현한다. 

이에 따라 '아이디어 발상' 단계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배우기(Learning)' 과정을 추가하고, '아이디어 실현' 단계에 '아이디어 

선택(Selection)' 과정과 '협업(Collaboration)' 과정으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100
 [그림 64] 

                                            
100 이지선, 윤주현 (2011) 『디자인 프로세스에 근거한 창의 아이디어 발상 변화 연구』, 한

국디자인학회 2011 가을 국제학술대회, 106-107 pp. 

배우기 

Learning 

영감생성 

Inspiration 

아이디어 발상 

Ideation 

아이디어 선택 

Selection 

아이디어 협업 

Collaboration 

[그림 64] 개방형 협업 창의발상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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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단계에 영감생성의 과정에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배우기(Learning)' 단계가 추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만들면서 배우는(Learning by Making)' 과정을 통하여 더욱 풍부한 영감을 

생성할 기회를 얻게 하고 이를 디자이너의 감성을 더하여 시각화하여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추가되어야 한다.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의 '영감생성'과 '아이디어 발상'과정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자인이 아이디어의 영감을 생성할 때 사용자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도록 

하는 디자인 마인드를 심어주며, 다양한 영감과 아이디어 생성되도록 촉매자의 

역할과 더불어, 수집하고 필터링 하는 역할로 발전되어야 한다.  

네 번째 단계로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전에 아이디어가 투자 가치가 있는지 기술, 

비즈니스, 마케팅, 디자인 등 다양한 각도의 '아이디어 선택(Selection)' 단계가 

추가되어 경영자가 디자이너의 감에 의한 결과물의 선택이 아닌 보다 객관적인 

견지에서 선택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후 선택 된 아이디어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비즈니스화 하는 '아이디어 협업(Collaboration)' 단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전 단계를 디자인의 역할을 확장, 강화하여 수행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디자인 사고의 프로세스에서 시작하였지만 현재의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발전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사용자 참여형 프로세스와 같은 맥락을 가져가고 있다. 

이에 개발형 협업 창의 발상 프로세스를 사용자 참여 디자인에 대입 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사용자와 함께 디자인 할때 정보를 수집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발견하거나 

주어지는 사용자의 요구나 니즈를 배우는 단계이다. 이는 'Learning 단계'로 대입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인 사용자와 협력한 발상 및 아이디어 전개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을 등을 통해서 영감생성을 하는 단계로  'Inspiration 단계'와 같다. 세 

번째 단계인 아이디어 시각화와 모델화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나가는 단계로 'Ideation 단계'와 대입이 가능하다. 사용자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네 번째 단계는 'Selection 단계'로 아이디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코멘트를 받는 단계와 같다. 이후 디자인 방침의 결정과 로드맵을 그리게 되는 

마지막 단계는 'Collaboration 단계'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서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단계로 설명될 수 있다.  



 

 - 103 - 

사용자 참여형 디자인 프로세스와 개방형 협업 창의 발상 프로세스의 차이는 

전자는 디자인에 포커스 한 부분에 제한되어 실행하는 프로세스라면 후자는 

'디자인사고' 관점에서 모든 영역의 발상과 실행을 아우르는 프로세스 관점에서 

제안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6-2. 개방형 협업 창의발상 시스템(OCCIS) 컨셉    
 

앞서 제시한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업 내의 시스템에서 

확장하여 기업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해당 이슈에 관심을 가진 외부 리소스를 

참여시킬 수 있는 소셜 네트워킹을 적극 활용한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모바일 

시스템인   '오픈 협업 디자인 시스템 (Open Collaboration Creative Ideation System, 

OCCIS)' [그림 65] 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65] 개방형 협업 창의발상 시스템(OC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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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IS는 5 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에서 각 단계의 컨텐트는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며 각 단계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단계 사이에 

데이터를 공유하여 이전 단계의 데이터를 기초로 다음 단계의 Task를 실행할 수 

있게 제공한다.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브라우징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인터페이스 위에서 기능을 구현하며 

누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101 

이 시스템은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 발상에 

쓰일 수 있도록 제시한 프로세스를 최대한 쉽게 실행할 수 있는 툴로서 개발 

되어진다. OCCIS 는 기존의 폐쇄적인 형태의 제안시스템 또는 사내 포탈 시스템, 

소규모 위주의 워크샵 형태에서 벗어난 개방형의 시스템을 모바일에 구현한다. 이는 

기업의 구성원들과 외부의 전문가와 사용자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하며 모바일을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로운 아이디어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창의적 발상 

커뮤니티를 구축한다면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상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6-3. 컨셉 세부 스케치  
 

보다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자 '지속가능한(Sustainable)'라는 환경 관련 

특정 주제를 정하여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컨셉에 부합하는 스케치를 실시 하였다. 아이디어 시뮬레이션을 위해 각 

단계마다 이와 관련된 결과를 분석 수집하여 보다 실용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였다. 102  

 

 

                                            
101 이지선, 윤주현 (2010)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소셜네트워킹 기반의 모바일 시스

템 디자인』, 한국디자인학회 2010 디자인통합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448-449 pp. 
102 이지선, 윤주현 (2010) 『디자인 사고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창의 발상 방법 제

안』, 한국디자인학회 봄국제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 246-247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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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Learning: 쉽게 배우기    
 

누구에게서나, 누구나 쉽게 배워서 서로 공유하면서 관심을 키우는 과정이다. 

오픈 된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발적 커뮤니티를 형성 하도록 하며 참여 개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 하다. 쉽게 관심사를 공유하고 배울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안하기 위하여 우선 관심사 주제를 설정하고(categorizing) 그에 따른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관심사 주제는 1 단계부터 최대 3 단계까지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공유되는 지식이 단순지식인지, 이를 통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포함한 D.I.Y. 

지식인지를 구분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D.I.Y. 지식인 경우에는 단계별 구현 

지식에 대한 설명과 그림 및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다양한 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접근하도록 허락한다면 엔지니어 외에 디자이너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와 

고객이 참여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림 66] 

 

6-3-2. Inspiration: 영감 생성하기 

오픈 된 정보를 공유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영감들을 단어, 이미지 

등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영감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영감과 다른 

사람들의 영감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해당 주제에 대한 유사성, 연관성 등 

다양한 소팅과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도록 하여 많은 영감을 생성할 수 있다. [그림 67] 

[그림 66] Learning 단계 화면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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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기 단계를 통하여 알게 된 지식으로부터 영감을 생성할 수 있다. 배우기 

단계에서 지식에 영감을 입력하게 되면 이 영감은 배우기 단계에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영감만 모아서 보여지는 화면도 제공된다. 영감과 영감을 복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성되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의 영감 생성 기능이 제공된다.  또한 이 

영감은 다른 사용자와 구체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텍스트 뿐만 아니라 사진, 

그림과도 함께 제공된다.  

  

6-3-3. Ideation: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를 글, 그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발상하고 공유하고 저장 되도록 

한다. 이때 디자인 사고가 바탕이 되어 사용자 중심 디자인을 하도록 매 단계 질문을 

던지고 기존에 입력된 영감으로부터 효율적으로 아이디어가 생성 되도록 한다. 댄 

로암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시각화 기법인 SQVID 

프로세스를 거친다. 이는 그래픽 디자인 프로세스인 5W1H 103 와 같은 것으로 

누가(Who)보는 것인가, 무엇( What)을, 언제(When), 어디서(Where), 어떻게(How), 

왜(Why)라는 것에 대응시켜 타깃을 명확히 설정하고  개발하는 것과 같다.  

                                            
103 Dan Roam (2009) 『The Back of the Napkin: Solving Problems and Selling Ideas with 

Pictures』, Portfolio Hardcover 

[그림 67] Inspiration 단계 화면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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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가 생성한 아이디어 풀을 공유해서 볼 수 있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입력할 때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긴 아이디어를 생성하도록 다양한 항목에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입력하도록 한다. [그림 68] 이때 생각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써 

댄 로암이 제시한 6 가지 방법론을 적용한 아이디어 구체화 항목을 모두 적도록 

유도한다.  

 Who / What? 누가? 무엇을? : 아이디어의 범위 및 목표 설정내용을 

기입하도록 한다. 누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설정을 통하여 아이디어가 

필요로 했던 원래 목표를 항상 잊지 않도록 도와준다. 

 How much? 얼마나? : 시간과 자원, 그리고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는가는 

아이디어의 실행 가능성을 판단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예상되는 시간, 자원, 인력을 입력한다.  

 Where? 어디서? : 아이디어에 대한 컨셉 맵으로 전체 아이디어를 이해할 수 

있는 맵을 그린다. 이 맵을 통하여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이미지 맵 등의 시각화 기법을 이용할 수 

있다.  

 When? 언제? : 아이디어가 향후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또는 실행 로드맵을 제시한다.  

[그림 68] Ideation 단계 화면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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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어떻게? : 아이디어가 누구에게 무엇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어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가에 대한 플로어 차트나 다이어그램을 그리도록 한다.  

 Why 왜? : 다시 한번 이 아이디어가 필요한 이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예측한 

결과를 제시한다.  

 

6-3-4. Selection: 아이디어 선택 

아이디어들에 대한 Yes/No 의 직관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아이디어에 대한 

참신성과 독창성을 최대한 살린다. 선택을 많이 받은 아이디어는 위키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킨다. 아이디어 구체화의 기여도에 따라서 해당 

사용자가 기여도에 대한 크레딧을 부여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참여의 동기를 

부여한다.  [그림 69] 

 

구체적으로 도출된 아이디어를 많은 사용자들에게 노출시켜 이 아이디어에 대한 

가능성을 투표로 선택하게 한다. 많은 선택을 받은 아이디어는 상위에 랭크되며 이 

아이디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아이디어에서 관련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으며 새로운 생성된 아이디어 또한 아이디어 선택 풀에 

게시된다.  

 

[그림 69] Selection 단계 화면 스케치 



 

 - 109 - 

6-3-5. Collaboration: 아이디어 협업 

일정 수준으로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면 인큐베이팅하기 위한 단계로 전환 되어 

현재까지 진행해 온 전 단계를 리뷰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개발 펀딩도 

이루어진다. 비즈니스 성공 및 실행 가능성, 마켓 수용 또는 창출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펀딩과 재능을 기부할 구성원이 결정되면 구체적인 

로드맵을 개발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개발을 진행하도록 지원한다.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선택하여 펀딩하는 순간 아이디어 협업 단계가 시작되면서 

활발한 개발이 시작된다. 여기서는 아이디어를 개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재능으로 참여하거나, 금전 펀딩을 하거나, 다른 형태의 유/무형 펀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아이디어 실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그림 70] 

 

  

앞서 제시된 해결방안 프로세스에 아이디어의 시각화, 아이디어 프로세스, 

아이디어 협업의 구체적인 방법론이 적용된 '개방형 협업 창의발상 시스템'을 

도출하고 컨셉 스케치를 개발 하였다. 이 시스템은 5 개의 단계로 구성되었으며 

Learning, Inspiration, Ideation, Selection, Collaboration 단계로 진행된다. 이 

단계별로 컨셉에 대한 세부 스케치를 토대로 다음 장에서는 향후 1 차 프로토타입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림 70] Collaboration 단계 화면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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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프로토타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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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디자인 비교분석 
 

OCCIS 을 적용한 개방형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하여 창의발상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가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2 종을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 아이디어 발상 프로세스를 탐재한 시스템의 구현가능범위를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시스템을 탑재한 서비스 형태로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 가능한 

기능을 추가하는 방향 쪽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넘어선 플랫폼 개념의 서비스 컨셉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디자인 비교 분석을 위하여 모바일 기기에서 아이디어 발상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되고 있는 '아이디어가방'과 '비즈니스 아이디어 툴 박스'를 선정하였다. 두 

어플리케이션 모두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단순히 

아이디어를 입력하는 것 이외에 일련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시스템과 유사한 종류로 판단되어 비교 분석하였다.  

 

7-1-1. 아이디어가방  

'아이디어가방(ideaWallets)''104은 영감(Inspire), 분류(Organize), 개발(Develop)로 

이루어진 IOD 프로세스를 가지고 각 단계마다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여러 앱을 포함하고 있는 창의 발상을 위한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림 71] 

                                            
104 ideaWallets App, available at <http://www.ideawallets.com/> 

[그림 71] 아이디어 가방의 IOD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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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 단계에서는 웹 상의 정보 및 사이트를 캡쳐하는 '웹크롭(webCrop)', 

'스케치보드(sketchBoard)', '포토카드(photoCard)'로 이루어져 각종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캡쳐하고 떠오르는 영감을 적어 놓을 수 있도록 하였다. 분류단계에서는 

카즈(Cardz)라는 앱을 이용하여 영감을 카테고라이징 하면서 이에 대한 패턴을 

발견하도록 한다. 개발 단계에서는 영감을 기초로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는 툴들을 

제공하는데,  'SWOT 분석', '자유생각(Free Thinking)', '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Is/Is not' 등을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한다.  

 

아이디어가방은 이러한 다양한 소규모의 앱을 포함하여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메인 앱이다. 이 앱은 크게 카드 서랍과 씽킹툴, 프로젝트 캐비넷 

3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72]  카드 서랍에서는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포스트잇 

형태의 카드에 적어 둘 수 있다. 씽킹툴은 이러한 카드를 SWOT 시트 및 다양한 

시트에 올려서 아이디어를 분류하고 아이디어를 패턴화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프로젝트 캐비넷은 아이디어를 그룹핑하여 프로젝트 단위로 발전시킬 수 있고 

아이디어가방은 주로 아이디어 그룹핑 방법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아이디어가방은 '싱크(Sync)'라는 기능을 통하여 웹서버에 아이디어 저장을 하여 

다른 모바일 기기에서도 저장한 아이디어를 꺼내어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72] 아이디어 가방 서비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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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기능은 각 사용자가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보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  

  

주로 포스트잇 형태로 이루어진 카드를 작성하는 것이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주요한 방법이나, 이 방법을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기 어렵고, 영감과 

아이디어 사이에 차별성을 두어 발상하기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그림 73] 이 

카드들을 그룹핑하는 개발단계의 SWOT 툴 등 또한 각각의 기능은 많이 쓰이는 

기능이나 이것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한 방법과 차별하여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7-1-2. 비즈니스 모델 툴박스   

'비즈니스 모델 툴박스(Business Model Toolbox)' 105  아이패드 어플리케이션은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Business Model Generation)』 저서 106 에서 제시하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107 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림 75] 경영분야에서 글로만 

작성하던 비즈니스 모델을 캔버스 위에 도식화 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포스트잇이나 

                                            
105 Business Model Toolbox, available at 

<http://www.businessmodelgeneration.com/toolbox> 
106 Alexander Osterwalder, Yves Pigneur (2010) 『Business Model Generation: A Handbook 

for Visionaries』, Game Changers, and Challengers, Wiley 
107 Business Model Canvas, available at <http://www.businessmodelgeneration.com/canvas> 

[그림 73] 아이디어가방 화면 인터페이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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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마커를 이용하여 각각의 구성요소를 그릴 수 있도록 저서의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템플릿도 제공하고 있다. 이 템플릿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아이패드용 '비즈니스 모델 툴 박스'이다.  

 

'비즈니스 모델 툴 박스'는 캔버스 위에 각각의 항목에 맞는 내용을 포스트잇에 

간략하게 적어서 배치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그림 74] [그림 76] 캔버스의 개념을 

잘 숙지한 사용자라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캔버스는 과거의 

아이디어 발상 툴과는 다르게 수익원, 비용구조, 핵심 파트너십 등의 비즈니스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를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림 75] 비지니스 모델 캔버스  

[그림 74] 비지니스 모델 툴박스 화면 인터페이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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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툴 박스'는 사용자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는 데는 

도움이 되나 이를 한눈에 파악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는 어렵다. 또한 포스트잇을 

이용한 시각화 방법을 저서에서는 언급하나 어플리케이션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비즈니스 모델 툴 박스' 또한 사용자 개인의 아이디어를 적어서 보관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활동을 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7-2. 인터렉션 디자인 

 
어플리케이션은 5 개의 단계로 과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그림 77]  

모바일 타블렛 PC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화면 이동 깊이를 최소화 하고 방대한 양의 

정보도 한 화면 안에서 확대와 축소 기능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화면 

구성에서도 일관성을 부여하여 상단 각 단계를 알 수 있는 네비게이션을 배치하고 그 

아래에는 각 단계별에서 볼 수 있는 친구와 나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기능을 배치 

[그림 76] 비지니스 모델 툴박스 서비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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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108  109 

 

'Learning 단계'에서는 시맨틱 웹으로 이루어진 러닝 컨텐츠 구조를 설계하여서 

관련된 주제와 해당 정보 및 how-to 지식을 쉽게 찾고 더 할 수 있도록 한다. 

각각의 원을 누르면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상단의  '배움 더하기(Add Learning)' 

를 누르면 각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보를 보면서 생각나는 영감을 더 할 수도  있다. [그림 79]   

                                            
108 이지선, 윤주현 (2012) 『디자인 사고 기반의 오픈 협업 창의 발상 방법론 및 프로토타입 

제안』, 한국디자인학회 2012 봄 국제학술대회, 2012.5, 166-167 pp. 
109 이지선, 윤주현 (2012) 『디자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개방형 협업 창의발상 시스템 연

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제12권 제3호(통권 제35호), 2012.7, 179-190 pp. 

[그림 77] 1차 프로토타입 화면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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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iration 단계'에서는 지식과 아이디어 간의 연결을 포함한 네비게이션을 

이용하여 쉽게 영감 맵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영감을 생성하는 툴로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의 떠다니는 영감을 볼 수 있는 '클라우드(Cloud)', 좌우측 

교차로 영감이 롤링되는 '롤링(Rolling)', 'Leaning 단계'에서 입력되거나 다른 사람이 

입력한 이미지나 스케치를 보고 영감을 입력하는 '이미지 카드(Image Card)'등의 

다양한 영감 생성 기법을 제공한다. [그림 78] 

[그림 79] Learning 단계 화면 와이어프레임 

[그림 78] Inspiration 단계 와이어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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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tion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항목별 시각화 툴을 제공한다. 아이디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얼만큼의 

투자로, 어떻게, 어디서, 왜 하는지를 시각화 하면서 아이디어를 정리하도록 제공한다.  

이렇게 작성된 아이디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도 공유할 수 있다. [그림 80] 

   'Selection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직관적 판단과 손쉬운 평가가 가능하고 

다양한 리스트 소팅을 제공하여 다양하게 아이디어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림 81] 

    

[그림 80] Ideation 단계 와이어프레임 

[그림 81] Selection 단계 와이어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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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on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프로젝트화 하기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멤버를 모집하거나 필요한 투자를 받는 것으로 하였다. 멤버로 가입하게 되면 다른 

멤버들과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게 된다. [그림 82] 

    

 

 

7-3. 비쥬얼 인터페이스 디자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OCCIS 을 적용한 개방형 플랫폼이 '아이디어 지갑'과 

'비즈니스 모델 툴박스'와 가장 차별화되는 것은 앞서 밝힌 '시각화(Visualization)', 

'프로세스(Process)', '협업(Collaboration)'으로 설정하였다. 각 창의발상 단계마다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으며, 각각 서로 독립된 기능을 가진 

단계가 아닌 이전 이후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발상 프로세스를 통하여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결과물은 웹서버에 공유되고 

선택여부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하여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각 단계별로 

고유의 색상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가 프로세스의 어디에 있는 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자는 각 단계에 접속하여 원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다른 사용자와 

배우고, 영감,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서로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이를 

자발적인 프로젝트로 시작할 수  있다.   

[그림 82] Collaboration 단계 와이어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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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메인 화면 비쥬얼 디자인 [그림 83] Learning 단계 화면 비쥬얼 디자인 

[그림 85] Inspiration 단계 화면 비쥬얼 디자인 [그림 86] Ideation 단계 화면 비쥬얼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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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별로 색상 아이덴티티를 최대한 부여하여 사용자가 어느 프로세스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비쥬얼 디자인을 적용하였다. 주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몰입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최소화 하였으며 원색과 회색을 

배색하여 최대한 색상을 단순화 하고자 하였다. [그림 83] [그림 84] [그림 85] [그림 86] [그림 87] 

[그림 88] 

 

 

7-4. 휴리스틱 평가 

 

'휴리스틱(Heuristic)'은 가장 일반적인 인스펙션법으로 사용성 평가 전문가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인터페이스를 평가하여 사용상의 문제를 밝히는 방법이다. 한 

사람의 전문가만으로는 모든 문제점을 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 세 사람 이상 

정보가 필요하며, 평가 종료 후에는 의견 교환을 통해 문제점을 정리한다. 발견적 

방법은 피험자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실시할 수 

있고, 심층적인 부분보다 전체적인 구조를 관찰함으로써 일관성이나 전체 구성상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조작 순서와 관련된 세부적인 문제는 

발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문제점을 추출할 수 있는 '인지적 

[그림 88] Selection 단계 화면 비쥬얼디자인 [그림 87] Collaboration 단계 화면 비쥬얼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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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스루법'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효율적인 초기 디자인의 

검증 과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OCCIS 를 차용한 개방형 플랫폼의 프로토타입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전문가 입장에서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각 전문가 관점의 의견을 

방영하기 위하여 '휴리스틱 평가'를 실시하였다. 

 

7-4-1. 휴리스틱 평가 설계 및 실행 

'휴리스틱 평가'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이를 개발해 본 경험이 있는 

개발자 2 명과 디자이너 2 명의 전문가 평가자 그룹을 구성하였다. 평가 내역은 

제이콥 닐슨의 '사용성 10 원칙'을 바탕으로 평가대상의 기기나 시스템에 맞추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실시 하였다.  

체크리스트에는 다음의 '사용성 10 원칙'을 포함하였다.  

1)간단하고 자연스런 대화를 제공하는가? 

2)사용자 언어를 사용하는가? 

3)사용자의 기억 부하를 최소화 하는가? 

4)일관성을 갖는가? 

5)피드백을 제공하는가? 

6)비상 출구를 명확히 하는가? 

7)바로가기(shortcut)를 제공하는가? 

8)적절한 에러메시지를 사용하는가? 

9)에러를 방지하는가? 

10)도움말(Help)을 제공하는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각의 전문가들에게 개별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평가가 끝나기 전까지는 평가자 사이에 평가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 하지 

않도록 하였다. 평가자는 각자가 따로 인터페이스를 확인하고 문제점 및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휴리스틱을 10 원칙에 따라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평가가 끝났을 때 

평가자가 모여 회의를 하도록 하였다. 전문가 각자가 자신의 전문영역관점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실제로 프로토타입을 놓고 문제가 있는 곳을 

지적하였다. 이 지적을 바탕으로 실험자가 각 프로토타입 화면의 개선점을 그 

자리에서 그려 지적 사항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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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휴리스틱 평가 결과 
휴리스틱 평가를 통하여 1 차 프로토타입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2 차 

프로토타입에서 적용되어야 할 개선점은 크게 다음과 같다.  

 웹앱으로 개발 :  

데이타베이스를 연결하여 구현되는 서비스로 다양한 기기와 장소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네이티브 앱보다는 웹앱으로 

개발하여 범용성을 갖도록 한다.  

 태그시스템 적용 :  

시맨틱 웹 형태의 카테고리 구성은 인터페이스 상의 문제와 웹앱으로 

개발시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용자 스스로 컨텐츠 입력 시 입력하게 하는 

태그 시스템을 적용하여 자생적으로 컨텐츠 구조를 만들어나가도록 한다.  

 쉬운 정보 공유 :  

사용자에게 너무 많은 컨텐츠를 쓰게 하는 것보다는 최근 정보를 

갈무리해서 이해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쓰는 핀터레스트(Pinterest.com) 

스타일 등을 차용하여 URL 만 입력하거나, 간단한 주석만을 다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영감과 아이디어의 입력 부담 최소화 :  

영감을 입력할 때는 간단한 텍스트, 사진, 이미지 그리기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아이디어와 

달리 템플릿을 따로 제공하지 않고, 간단한 도형과 화살표만을 이용하여 

되도록 쉬운 시각화 방법을 쓰도록 한다.  

 To-do 리스트를 통한 협업 과정 구현 :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협업해서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보다 구체적인 

안으로써 협업과정의 To-do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프로젝트의 진행률 

등을 표시하여 더 많은 사람이 흥미를 갖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한글 서비스 선 개발 :  

프로토타입과 개발을 통해서 본 플랫폼을 구현함에 있어서 영어 서비스를 

먼저 구현하기 보다는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한글 서비스를 구현하고 

테스트한 뒤에 영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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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평가 과정을 거쳐 회의에서 각각 지적한 화면을 그 자리에서 그린 

화면을 모두에게 공유하고 2 차 프로토타입의 개선된 화면 설계를 완성하였다. [그림 89] 

 

 
 
 

  

[그림 89] 휴리스틱 평가 후 회의과정에서 그린 상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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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2차 프로토타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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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인터렉션 디자인 
 

'휴리스틱 평가'의 결과를 반영한 디테일한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평가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의 인터렉션과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다시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 차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2 차 프로토타입의 

인터렉션 개발을 위하여 휴리스틱 평가에서 도출된 전문가 개선 요구 결과를 각 

단계별로 서비스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의 인터렉션을 리서치하고 이를 토대로 기능을 새로이 정의하거나 기능을 

축소하기도 하였다.  

 

8-1-1. Learning: 배우기    

디자인을 위하여 초기 리서치 단계에서 데이터는 가능한 많이 수집하며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된다. 타겟 사용자가 

확실해지면,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잇는 주변의 정보를 다양하게 모아서 좁혀가며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면 타겟 사용자를 예상하기 쉽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흥미로운 아이디어로 이어질 때가 많다. 버리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데이터라도 보관 하고 나중에 그것이 필요하게 될 경우를 생각해,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라벨을 붙여 정리해 두는 것과 같다.  

이렇듯 'Learning 단계'에서는 일종의 디자인 리서치에서 발견한 모든 데이터와 

같이 어떻게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정보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 'Learning 단계'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를 

정리하기 위하여 정보건축 개념 최초로 제창한 리처드 솔 워먼의 LATCH(5 가지 

근본적인 정리법)를 검토하였다. 110   Location, Alphabet, Time, Category, 

Hierarchy의 5 가지 정리법으로 아무리 거대한 정보라도 정리하는 방법의 기본은 

이상 5 가지 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Location(위치)은 국가나 지역, 주소, 

물건의 부위 등 물리적인 '위치' 측면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방법, 정보의 출처나 

존재하는 장소 등의 분포를 알고 싶은 경우에 유용하다. Alphabet(알파벳)은 숫자, 

알파벳, 한글의 가나다 순 등 명칭을 토대로 오랜 세월 체계화 되어온 언어적 순서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방법. 사전이나 전화번호부 등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110 정보디자인포럼(2010)『정보디자인-우리는 매일 정보를 디자인해야 한다』,미진사,153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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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있도록 분류하는 경우에 유용하다. Time(시간)은 년, 월, 일, 시각 등 정보에 

연계된 '시간'의 전후관계(시계열)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방법. 연표나 캘린더, 

스케쥴과 같이 시간축으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때 유용하다.  

Category(카테고리)는 장르나 부문 등, 사물의 차이에 따라 구별된 영역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방법. 상품진열대의 분류나 영역별로 분류한 서적의 인덱스 등, 주로 

나열된 리스트를 분류할 때 유용하다. Hierarchy(연속량)은  물리적인 대소, 가격 등 

정보의 연속적 변화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방법, 큰/작은, 비싼/싼 등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가치나 중요성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이중에서도 최근 소셜네트워킹을 이용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관심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분류하여 보는 형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중 핀터레스트 

(Pinterest.com) 111 는 관심정보를 수집하는 사용자의 정보를 보드형태로 썸네일 

나열하여 공유함으로써 시각정보를 이용하여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정보를 파악하고 

원하는 정보를 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 핀터레스트에서는 카테고리 형태를 제공하여 

1 차적 정보를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지만, 그보다 사용자들은 키워드 검색 등의 

방법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링크를 눌러 원하는 정보를 보는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한다. [그림 90] 

  

                                            
111 Pinterest, available at <http://pinterest.com/> 

[그림 90] 핀터레스트에서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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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CH 는 어디까지나 정보를 분류/정리하는 방법으로 선택 가능한 척도를 

제공하는 것이고 어떠한 척도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는 대상을 보는 사람이 

무엇을 알고 싶은 것인가, 또는 전달하는 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또한, 무엇을 위해 특정척도를 선택해 정리하는 가하는 '의도' 즉 목적이 

중요하므로 핀터레스트처럼 사용자를 중심으로 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올린 정보를 

규정하는 단어(제목과 태그)를 중심으로 각각의 사용자간의 관심사를 연결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되었다.  

'Learning 단계'에서 축적될 정보 컨텐츠에 대하여 카테고리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였으나, 자생적으로 컨텐트가 계속 생성되고 업데이트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임으로 규정하기 힘들고 제공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다. 따라서 

'태그'라는 시스템을 통해 각각의 정보들을 연결하면서도 동시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고 보조적으로 검색을 두어 쉽게 원하는 정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외에 시간순, 인기순, 중요도순 등의 정렬방법을 제공하여 솔워먼이 주장한 

기준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보여주고자 디자인을 개편하였다. [그림 91] [그림 92] 

 

 
 
 

[그림 91] 배우기 리스트 페이지 [그림 92] 배우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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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Inspiration: 생각하기    
 

'Inspiration 단계'에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면 쉽게 표현하고 공유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생각을 가시화 방법으로써 텍스트, 사진, 스케치를 쓰도록 하였다. 

그 중 스케치는 아이디어나 생각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을 재빠르게 시각화할 수 있는 

것으로 스케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스케치는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 '개념 스케치'는 보이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는 아이디어 스케치의 원점이며 개념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보이는 형태'로 창조할 때 대단히 중요한 어프로치이며, 프로세스다. 두 번째, 

'물건 스케치'는  눈에 보이는 모델 스케치 또는 운행이나 안전과 관련된 인터랙션 

스케치를 말하며 '체험 스케치'는 인간과 물건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스케치, 인간의 

행동이나 몸짓에서 시간의 경과나 장면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한다.  

그림을 그리는 것과 달리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때는 최소화 툴로 빨리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스케치 방법 중에 개념 스케치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가방'112에서 제공하는 것 [그림 93] 과 같은 간단한 펜 툴과  지우개, 실행 

취소, 다시 실행의 아이콘을 제공하여 보다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빠른 시간내의 

스케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이디어 스케치와 텍스트 설명 

                                            
112 IdeaWallets App, available at <http://www.ideawallets.com/> 

 [그림 93] 아이디어가방의 스케치 기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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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레퍼런스로 넣는 것을 추가하였다. 텍스트는 250 자 

내외로 간단하게 적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URL 을 넣는 경우 자동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식하여 보여주거나, 자신의 이미지를 직접 올릴 수 있는 이미지를 

컴퓨터에서 가져오는 기능을 넣었다. [그림 94] [그림 95] 

 

8-1-3. Ideation: 구체화하기    

'Ideation 단계'에서는 그래픽 디자인의 5W1H와 같은 댄 로암의 SQVID113를 

이용하여 누가(Who)보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What)을, 언제(When), 

어디서(Where), 어떻게(How), 왜(Why)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적게 한다. 

원래는 Ideation 단계에서 Why, Who, What, How, Where, When에 해당하는 이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도형 템플릿을 제공하려 했으나 이것이 아이디어에 제한을 둘 수 

있고, 또한 이를 사용해서 그리는 데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시각적 구조화 방법을 이용하면 정보의 의미관계에 기반한 논리구조를 

가시화함으로써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현상도 시스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구조화라는 용어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컴퓨터과학 영역에서도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기 쉽게 프로그래밍한다는 의미로 널리 사용된다. 정리정돈의 룰을 명확히 

                                            
113 Dan Roam (2009) 『The Back of the Napkin: Solving Problems and Selling Ideas with 

Pictures』, Portfolio Hardcover 

[그림 95] 생각하기 상세 페이지 [그림 94] 생각하기 작성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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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여 공유함으로써 정보처리를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이미지로 구조화 되는 경우에는 문장보다 다양성을 갖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2 차원 공간을 활용해 흐름이나 방향성 등 다양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직선적으로 이해하는 문장에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구조가 많기 때문에 그림의 

장점을 살린 구조의 표현방법을 익힘으로써 전달효과를 높일 수 있다.114 

 가렛에 의해 개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조나 과정을 기술하기 위한 전용 

언어세트인 플로어차트의 기호와 유사한 시각적 어휘(Visual Vocabulary) [그림 96] [그림 

99]는 조직플로어의 필요한 어휘를 표준화함으로써 언어와 장소에 상관 없이 전 

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구조화 원리를 이용한 원, 네모 등의 간단한 도형과 

화살표, 선 그리기 기능을 제공하여, 보다 정확한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커뮤니케이션하도록 하였다 텍스트와 함께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조화한 시각화 

결과물을 보조적으로 써서 이용하도록 개선하였다.  

                                            
114 정보디자인포럼(2010)『정보디자인-우리는 매일 정보를 디자인해야 한다』,미진사,153 pp. 

[그림 96] 요소배치방법이나 나열방법으로만 나타나는 의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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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9] 요소의 연결방법에 의해 나타나는 의미의 예 

[그림 97] 구체화하기 리스트 페이지 [그림 98] 구체화하기 작성하기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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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왜(Why) 이 서비스 아이디어를 생각했는지, 누구(Who)를 위한 

아이디어인지, 어떤(What) 서비스인지, 어떻게(How)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서(Where) 이 서비스를 구현하는지, 언제(When)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순서대로 적게 하고 어떻게(How)와 어디서(Where)를 묶어서 

제공하는 방법과 채널이 어떤 것인지를 합쳐서 적도록 하였다. [그림 97] [그림 98] 

 

8-1-4. Selection: 선택하기    

'Selection 단계'에서는 아이디어의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것의 리스트를 보여주고, 

각 아이디어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투표하게 된다. 동시에 투표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의 참여의사를 표시하여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단계로 넘길 

수도 있다. 참여의사를 밝히 사용자가 3 명 이상 되면 다음단계인 'Collaboration 

단계'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프로젝트의 개발이 개시된다.  

'킥스타터(KickStarter)'115에서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 펀딩이 되게 하는 것으로, 

소셜펀딩 서비스로는 가장 성공적인 서비스 중 하나이다. 여기서 선택을 이끌어내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리워드 장치를 쓰고 있다. 펀딩의 규모에 따라서 그냥 펀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자가 정한 일정한 보상을 받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서 자세히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평가한 뒤에 자신이 원하는 리워드에 맞추어 펀딩을 선택하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림 100] 

                                            
115 KickStarter, available at < http://www.kickstarter.com/> 

[그림 100] 킥스타터닷컴의 프로젝트 상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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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아이디오(OpenIDEO)'116에서 평가는 설문조사형식과 함께 병행되며, '좋아요'와 

비슷한 '박수(applause)'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디어를 평가만 할뿐 이 

아이디어를 함께 참여하거나 개발하는 프로세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림 103]  

'킥스타터닷컴'이나 '오픈아이디오' 모두 개인이 낸 아이디어나 프로젝트 제안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맨 처음 제안한 사람이 계속 프로젝트를 이끌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오픈 플랫폼 'Collaboration 단계'에서는 누구나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또한 

아이디어를 더 구체화하는 편집이 가능하고 아이디어 제안자가 아니더라도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하여 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그림 101] [그림 102] 

                                            
116 OpenIDEO, available at <http://www.openideo.com/> 

[그림 103] 오픈아이디어의 Evaluation 상세 화면 부분 

[그림 101] 선택하기 리스트 페이지 [그림 102] 선택하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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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Collaboration: 함께하기    

'Collaboration 단계'가 휴리스틱 평가 이전에는 좋은 아이디어에 참여하는 것을 

신청하거나 구현할 수 있는 펀딩을 받는 기능으로 구현되는 것이었다. 최근 

오픈아이디오에서도 '실현(realization)'이라는 단계가 최근 추가 되어 실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스토리를 공유하거나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안내를 보내주는 글 

정도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오픈 플랫폼에서는 협업이라는 의미에서 

참여를 신청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협업하면서 함께 개발하는 

것으로 기능을 다시 정의하였다.  

이에 최근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 협업도구인 '트렐로(Trello)'117를 분석하였다. 

트렐로는 포그크릭(FogCreek)에서 개발된 협업 도구(collaboration tool)이다. 가장 

큰 장점은 나 혼자 사용하더라도, 일정 관리는 물론이고 각 일정 각각에 대해서 

코멘트, 링크는 물론이고 이미지, 파일까지 첨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단계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어서 다음에 다시 진행할 때 

이력이나 정보를 다시 꺼내 볼 수 있어서 유용하다. 만약 다른 사용자, 회사에서 팀 

내 다른 팀원들과 함께 사용한다면, 내가 만든 태스크를 다른 사람에게 할당할 수도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태스크에도 댓글을 달수도 있고, 이 태스크에 대해서 

'투표(vote)'를 할 수도 있고 색깔 별로 '라벨(label)'을 줄 수도 있다. [그림 104] 

                                            
117 Trello, available at <https://trello.com/> 

[그림 104] 트렐로(Trello.com)의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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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렐로'는 협업도구로 현재까지 개발된 온라인 협업 도구 중에 가장 진화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To-do 리스트'를 통해 함께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온라인 

협업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서 보다 많은 구성원이 참여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프로젝트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  

이에 'Collaboration 단계'에서 3 인 이상의 개발자의 참여로 시작되는 

프로젝트의 리스트를 보여주고, 각 리스트에서는 To-do 리스트의 진행율에 따라 

전체 프로젝트의 진행율을 표시하여 주며, 프로젝트의 참여자와 현재 진행상황을 

표시하여 준다. 상세 화면에서는 각 프로젝트 리스트의 To-do 리스트를 생성하거나 

참여하게 하고, 이에 대한 진행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율의 표시도 

제공한다. 협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체적으로 계정 관리의 편리함을 

더하기 위하여 기존과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는 것을 가져가기로 

했다. 또한 페이스북에 일어나는 활동들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서 사용자간의 보다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105] [그림 106] 

 

전체 오픈 플랫폼 서비스는 각 단계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단의 

네비게이션과 상세페이지 또는 작성페이지에 이전단계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체 인터렉션의 흐름을 개발하였다. [그림 107] 

  

[그림 106] 함께하기 리스트 페이지 [그림 105] 함께하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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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7] MOA 전체 페이지 플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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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비쥬얼 인터페이스 디자인 
 

본 연구의 오픈 플랫폼 서비스는 다양한 브라우저와 OS 를 차용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타블렛 PC 에서 보여지기 위해서 네이티브가 아닌 범용성을 고려한 웹앱으로 

개발하기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로딩 속도를 줄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인터페이스가 

이미지가 아닌 HTML5 와 CSS3 코드에서 표현 할 수 있는 형태로 비쥬얼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변화되었다. 또한, 국내 사용자를 일차 목표 사용자로 하여 

모든 메뉴를 한글화 하였고, 이해하기 쉬운 레이블링과 설명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색상을 각 단계별로 달리해 단계별 구분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리스트와 상세페이지에 단계별 색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사용자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배우기'는 

분홍으로 [그림 110] [그림 111] '생각하기'는 노랑으로 [그림 112] [그림 113]   '구체화 하기'는 

파랑으로 [그림 114] [그림 115] '선택하기'는 녹색으로 [그림 116] [그림 117]  '함께 하기'는 

주황으로 [그림 118] [그림 119] 색상을 디자인 하였다. 각 단계별의 명확한 색상구분으로 

인하여 또한 레이블링과 동시에 아이콘을 함께 제공하여 시각적으로 이해를 빨리 

하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대한 장식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그리드에 

맞추어 많은 정보들이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했으며 사용자에게 혼돈을 주지 

않는 미니멀한 비쥬얼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태그 검색' 화면과 '마이박스'화면은  플랫폼 서비스 어느 단계에서나 볼 수 있는 

공통화면으로 각 단계별 화면과는 달리 디자인 되었다. '태그 검색' 화면 [그림 120]은 

클라우드(cloud) 라는 정보가 모여있다는 개념으로 구름이라는 메타포를 이용하여 

구름과 검색 태그가 함께 나오도록 디자인하였다. '마이박스'화면 [그림 121]은 사용자가 

봤던 모든 페이지와 사용자가 했던 모든 태스크를 한 곳에 볼 수 있도록 한 페이지로 

각각의 내용을 썸네일과 함께 보여지는 리스트 형태로 디자인 하였다.  

오픈 플랫폼 서비스의 브랜드 명도 새로이 지어졌다. '모두의 아이디어' 의 앞 

글자를 따서 한글 서비스의 이름의 "모아(moa)"로 하고 브랜드 디자인에서 

마찬가지로 각 부문에서 쓰인 색상을 가지고 브랜드 로고를 디자인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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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8] MOA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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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9] MOA 디자인 컨셉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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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0] Learning 배우기 리스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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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Learning 배우기 상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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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2] Inspiration 생각하기 리스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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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Inspiration 생각하기 상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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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Ideation 구체화하기 리스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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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Ideation 구체화하기 상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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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Selection 선택하기 리스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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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Selection 선택하기 상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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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Collaboration 함께하기 리스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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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9] Collaboration 함께하기 상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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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 태그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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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마이박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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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사용성 테스트  

 

2 차 프로토타입의 검증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타겟 사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프로토타입을 이용하게 하는 사용성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2 차 프로토타입 검증에 

쓰인 사용성 테스트는 '사용성 테스트(usability test)' 또는 '사용자테스트 (user 

test)라고 불리는 디자인 평가방법으로 1980 년대 부터 인간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 중심 디자인'과 인지과학자 도널드 노먼의 '사용자 중심 디자인'118이라는 개념의 

융합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노먼은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일반 사용자의 

컴퓨터 이용이 많아지면서 생겨난 '사용상에 있어서 이해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였다. 사용성 테스트는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타겟으로 선정한 사용자가 그 디자인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는 

사용자만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 차 프로토타입 검증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실제 구현을 해보고자 하는 타겟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실제에 

쓰이는 상황을 가정하여 주고 실시하였다. 또한, 사용자 평가를 위한 테스트에 

머물지 않고, 아이디어의 창출, 디자인 검토 등의 역할로서 실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도록 유도하였다. HTML5 와 CSS3 를 이용하여 웹에 구현한 프로토타입을 사용자 

시점에서 직접 이용 해 봄으로써 사용자 체험을 고려한 아이디어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8-3-1. 사용성 테스트 설계 및 실행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프로토콜 분석(Protocol 

Analysis)'을 사용하였다. 피험자의 행동데이터와 발화데이터를 동시에 수집함으로써 

조작 과정상 문제가 있는 곳을 발견하고 개선의 힌트를 얻는 발화 사고법으로 

사용자에게 실제로 사용하는 상황을 재현하도록 과제 수행 중에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것을 소리 내어 말해가면서 조작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점은 사용성 

평가의 일반적 방법, 정성적인 정보를 비교적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고, 잠재적 또는 

원인적 요인을 추구함으로써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은 진행자의 

스킬이 필요하며 결과를 분석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18 Donald A. Norman (2002) 『The Design of Everyday Things』, Basic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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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사고법은 사용자의 말과 조작, 기기의 반응을 시간 축으로 정리하여 인간의 

인지과정을 추측해가면서 분석한다. 조작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말로 표현되는 

것은, 생각해서 해석한 결과가 아닌 머릿속에 떠오는 것이 그대로 발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지과정을 보다 쉽게 추리할 수 있게 한다. 사용자가 틀린 곳이나 곤란해 

하는 것, 나아가 어떠한 원인으로 그렇게 되었는가를 추리/분석해 정리하기 때문에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 차 테스트에서는 발화사고법을 테스트 중에 사용하고 

이를 기록하여 프로토콜 분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동시에 

사용자의 아이디어를 추출하였다.  

사용성 평가 스크립트를 작성함에 있어서 전체 평가 시간을 1 시간 이내로 

설정하고 6 개 과업을 실시하였다. 앞부분과 뒷부분에 질문사항을 넣어서 서비스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이콥 닐슨이 주창한 

'경제적 사용성 테스트 (Discount Usbility Test)'119에서 "6 명 이상의 피험자로 문제의 

80%를 알 수 있다"고 한 것과 같이 8 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개발자와 디자이너 각 4 인을 설정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고자 노력했다. [그림 122] 

 

                                            
119 Jakob Nielsen (1997) 『Discount Usability for the Web』, Jakob Nielsen’s Alertbox, 

available at <http://www.nngroup.com/articles/web-discount-usability/> 

[그림 122] 사용성 평가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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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사용성 평가 결과 분석 
 

오픈 플랫폼 서비스 메인 페이지에 대한 '첫인상(First Impression)'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아이디어 공유와 발상에 대한 서비스임을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각 항목을 클릭하였을 때는 정확하게 어떠한 기능을 하는 

서비스인지를 쉽게 인식하였다. 

 

[표 6] 과업별 사용성 평가 난이도 

 

 

첫 번째 과업인 '배우기'에서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자신이 아는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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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터레스트 스타일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배우기'라는 레이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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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 의미로서 해석되어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하는 것의 능동적 의미와는 

달리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두 번째 과업인 '검색하기'에서는 대체로 모든 사용자들이 쉽게 과업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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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의 검색창 옆의 이미지 기능이 모호한 것과 태그를 나타내는 구름의 기능은 좀더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세 번째 과업인 '생각하기'에서는 영감을 생성하는데 현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도가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현재 기능에 만족을 보였다.  

네 번째 과업 '구체화 하기'에서는 반 정도가 사용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체화 하기'에서 요구하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6 개 항목 모두에 적어 

넣는 것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이 필요하며 같은 기준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었다. 또한,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는 만큼 공개와 비공개의 

구분을 두어 자신과 자신 프로젝트 팀원과 일반사용자 간의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편집할 때 이에 대한 

히스토리가 남아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섯 번째 과업 '선택하기'에서는 어렵다기 보다는 혼돈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선택하기'에서는 자신이 참여하기 원하는 프로젝트를 개시하기 위해서 몇 명의 

참여자가 더 필요한지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 '찜하기' 등의 기능을 넣어서 

사용자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 과업인 '함께하기'에서는 대체적으로 쉬웠다는 반응이였고 대신에 To-do 

list 를 좀더 상세하게 작성할 수 있는 기능과 과업의 완료도 외에 스케쥴의 진행율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체 테스트의 과업 수행을 종료한 뒤에 물어본 서비스에 대한 난이도 평가는 

평균 62%로 메뉴에 대한 설명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가이드로 제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터렉션에 대한 피드백을 좀 더 명확하게 사전 사후에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만족도 평가는 평균 80%로 대체적으로 서비스에 만족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자이너군과 프로그래머 군에서 다른 사용성 난이도와 

서비스 만족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프로그래머 군에 자신의 프로젝트를 공유하거나 

개발업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본 서비스의 개방성에 반대되는 성향을 더 나타났기 

때문이다. 더 향상된 만족도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접근 권한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부여하고, 페이스북의 연동을 강화하여 친구를 초대하거나 공유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알림 기능을 추가 하는 것을 추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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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테스트 수행 종료 후 사용성 난이도와 서비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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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이 여러 생각의 연결에서 극대화된다는 관점에서 창의 

프로세스를 규정하고 이 연결을 극대화 하기 위한 '협업'과 '오픈'을 '디자인사고' 에 

도입하여 발전된 창의 발상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디자인 발상방법과 

테크놀로지 영역의 발상방법을 비교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융합한 창의 발상 

프로세스를 연구하였다. 도출된 창의 발상 프로세스를 다음 단계로 아이디어 "시각화", 

"프로세스", "협업" 관점에서 발전시켜 연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오픈 협업 창의 

발상 시스템을 제안하였고, 이 시스템을 차용한 오픈 플랫폼의 프로토타입 개발을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플랫폼의 프로토타입 개발과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서비스를 

좀더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도출해 내었다.   

본 연구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디자인사고' 개념을 창의발상에 적합한 보다 정교한 프로세스로 

발전시켜다는 것이다. 위 연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시한 개방형 협업 창의 

발상 시스템(OCCIS)의 아이디어를 협업으로 발상하고 이를 발전시켜 하나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은, 디자인 사고를 적용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이를 개발하는 디자인의 프로세스와 같은 맥락을 가진다. 사용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된 것들을 배운다는 것은 'Learning 단계'에 해당하며, 사용자 이해와 니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브레인스토밍과 컨셉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은 

아이디어의 영감을 생성해 내는 'Inspiration 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디자인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디자인 검토를 통해 시각화 하는 것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Ideation 단계'에 해당한다. 사용자에 의한 디자인 평가 과정은 아이디어를 누구나 

평가할 수 있도록 공개한 'Selection 단계'에 해당하며 디자인을 완성하여 디자인 

목표를 이루는 것은 아이디어를 협업으로 구현하는 'Collaboration 단계'에 해당한다. 

현재 이와 같이 디자인의 창의 발상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새로이 등장하고 

있으나 아직 단순한 수준으로 각각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아직까지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범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수준의 정교한 프로세스와 시스템 

수준의 서비스는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디자인사고' 개념을 

대입한 5 단계의 구체적 프로세스로 도출하여 실용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는 향후 디자인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확대됨에 있어 창의 발상이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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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 되어 갈 것이다. 이에 현재까지의 테크놀로지, 디자인, 경영 분야의 

발상프로세스를 뛰어넘는 '디자인사고'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협업 창의를 위한 

'아이디어 공유 오픈 플랫폼'의 연구 결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범용적으로 

'디자인사고'를 적용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있었던, 현재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또는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은 창의 발상 기능과 서비스들을 하나의 디자인 

프로세스로 엮어, 이 프로세스를 경험하는 사용자들에게 디자인의 창의적인 발상이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을 플랫폼으로 구현함으로써 구체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셋째는 디자인의 협업과 오픈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였다는데 있다. 디자이너 

중심이 아닌 모든 사용자가 함께 디자인 프로세스를 경험하고 이를 통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아이디어 공유 오픈 플랫폼'의 프로토타입은 기존의 

디자인 프로세스의 아이디어 생산방식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더 많은 분야와 

협업하고 공유할 것인가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스위스 브레인스토어사의 

아이디어머신(IdeaMachine)은 효율적인 아이디어 생산방식의 프로세스를 탑재한 

시스템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는 폐쇄적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이 폐쇄적 시스템은 월 단위와 연간단위의 비싼 비용을 

지불하여야 이용이 가능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개방형 플랫폼은 

누구나 쉽게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협업이 가능한 형태로 

개발되었다.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컨설팅을 받아오던 창의 발상 영역을 '아이디어 

공유 오픈 플랫폼'을 이용하여 따로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이 아이디어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발상하고, 구체화하여 다른 이들과 협업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디자인사고'의  보다 구체적 프로세스로의 발전, 범용적 시스템으로의 

인사이트 제공, 디자인의 협업과 공유의 개념확대의 세 가지의 연구 성과에 의의를 

갖는다.  

 

 

9-2. 향후 방향 
 

본 연구는 디자인의 창의성을 기르는 방법과 프로세스를 연구하고 이를 실제 

적용하여 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개발하여 프로세스에서 끝나지 않고 실현까지를 

노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보다 쉽게 다양한 분야와 



 

 - 168 - 

사용자들에게 쉽게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개방형 협업 

창의발상 시스템' 프로세스, '아이디어 공유 오픈 플랫폼'은 창의 발상을 필요로 하는 

창의 교육, 신규 비즈니스 개발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 것이 가능하다.  

첫째는 창의 교육 분야의 적용으로, 아이들에게 디자인 창의성과 테크놀로지의 

구현을 접목한 테크디아이와이(Tech D.I.Y.) 프로젝트에서 테크놀로지를 배우는 

"Learn",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산하여 스케치하는 "Ideate",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테크놀로지를 통해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회로도를 설계하는 "Design", 이것을 

실제 만들어보는 "Make", 만든 것들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Share" 의 5 단계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실험하고 있다. 단순히 테크놀로지를 배우는 것에서 벗어나 

디자인 창의성을 어떻게 발상할 수 있도록 하는가를 '디자인사고'를 적용한 

프로세스를 실행하게 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21 세기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창의적 교육의 프로세스 대안으로써 영국의 디자인과 

테크놀로지(Design and Technology)교육이나 미국의 디자인사고(Design Thinking)를 

바탕으로 하는 창의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 가능하다. 

두 번째는 신규 비즈니스를 개발함에 있어서 '개발된 아이디어 오픈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여 창의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 발굴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사용자가 효율적인 프로세스로 개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에서 개발된 

아이디어 공유 오픈 플랫폼 'MOA(모아)'는 앱센터에서 주관하는 '스타트업 

위크엔드(Startup Weekend)', 에이캠프(A-Cam)'등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적용되어질 예정이다. 기존 스타트업의 문제점은 아이디어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들을 지원할만한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다는데 있다.  '아이디어 공유 오픈 플랫폼'을 이용하여 따로 발상과 개발을 

함으로써 같거나 비슷한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발상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쌓이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앱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창의 발상 프로세스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단체들에게 대안적 프로세스를 제시해 줄 수도 있다. 

디자인의 창의 발상을 가능하게 하는 '디자인 사고'의 본 연구를 통하여 더 많은 

디자인학 연구와 관련 분야 연구에 실용과 범용이라는 측면에서 확장 될 것이며 

디자인이 적용되는 분야들에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맞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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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자인과 밀접한 발전관계를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 분야의 아이디어 발상 

프로세스와 디자인 프로세스를 비교하여 '디자인사고'를 바탕으로 한 창의 발상의 

구체적인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아이디어 공유 오픈 플랫폼의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하고 검증하여 범용 디자인 창의 프로세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장에서는 창의성과 혁신이 강조되는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현재 디자인 창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에 '디자인사고'를 중심으로  

한 아이디어 발상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프로세스화하여 이를 적용한 

시스템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을 제시한다.  

2 장에서는 창의성을 창의적 프로세스, 인재, 프로덕트 세가지 컨셉에서 분석하고 

이중 프로세스로 창의 발상을 향상 시킬 수 있음을 규명한다. 프로세스를 테크놀로지 

분야의 협업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생산 방식과 사용자 참여 디자인이 빈번해지는 

디자인 분야의 변화를 통하여 집단 창의 프로세스로 방향으로 설정한다.  

3 장에서는 테크놀로지와 디자인 측면의 문제 제기를 통하여 현재의 창의 발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사례가 무엇이 있는지를 연구한다. 

이를 통하여 참여와 공유의 테크놀로지와 실용화와 구체화의 디자인 측면 

프로세스의 해결 방향을 설정한다.   

4 장에서는 테크놀로지와 디자인 측면의 도출된 해결방향에 대하여 

'디자인사고'를 바탕으로 한 해결방안 프로세스를 도출하고 프로세스의 구체화를 

위하여 디자인 리서치에 적용하여 구체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필요한 요소를 

추출하여 제시한다. 

5 장에서는 해결 방안의 구체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시각화, 아이디어 프로세스, 

아이디어 협업, 세가지 관점에서 각각의 사례를 연구분석하고 이에 결과를 도출한다. 

6 장에서는 구체화 결과를 바탕으로 배우기, 영감생성, 아이디어 발상, 아이디어 

선택, 아이디어 협업의 5 단계 개방형 협업 창의발상 시스템(OCCIS)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컨셉 세부 스케치를 제시한다.  

7 장에서는 OCCIS 에 대한 1 차 프로토타입 개발과정을 유사 어플리케이션과의 

디자인 비교 분석과, 와이어프레임의 인터렉션 디자인, 비쥬얼 인터페이스 디자인, 

휴리스틱 평가를 통하여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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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에서는 휴리스틱 평가결과에 따라 2 차 프로토타입을 각 단계별로 개선 

사례를 찾고 이를 적용한 인터렉션 디자인을 개발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비쥬얼 

디자인을 완성하고 이를 웹앱 버전의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하여 사용성 테스트를 

실시하여 프로토타입에 대한 효용성 검증한다.  

9 장에서는 디자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 공유 오픈 플랫폼의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요약과 향후 연구 

결과가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의 구체적인 창의 방법론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기술한다.  

본 연구 논문의 연구 진행 과정에 따라 논문을 기술하였으며 각 과정에는 자세한 

연구결과를 담고자 하였으며 논문의 결과를 실제 서비스가 구현되는 웹앱 형태의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함으로써 검증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디자인 창의성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함을 규명하고 이를 

활용케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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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re is a growing desire to cultivate creativity in education and 

business, a solution, which can be applied to various categories, is yet to be proposed. 

For a solution, there is a progression of design creativity research such as 'Design 

Thinking'. Therefore, this paper compares design and technology driven 

methodologies, and proposes a system with 5 stages: learning, inspiring, ideating, 

selecting and collaborating. This is based on 'Design Thinking' and is a prototype for 

'Idea Sharing Open Platform'. 

First of all, this paper targets and analyzes creative processes across three 

concepts: creative person, product, and process. For the manifestation of creativity in 

the ideation process, collaboration with people is more important than individual 

ability. With is point of view, this paper compares the progress of collaboration in 

technology fields that use collective intelligence, and design fields which changes to 

co-design. 

By comparing changes in design and technology driven methodologies over time, 

the problems and supplemental points are researched. The solution was applied in a 

design research case study. For refinement of the process, it was improved at the 

points of idea visualization, idea process, and idea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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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xecution of the supplemented process, Open Collaboration Creative 

Ideation System(OCCIS) is developed for creative idea ideation with social 

networking. This allows participation of not only groups of users, but individuals 

who are interested in idea issues. OCCIS was respecified to 5 stages from 3 stages of 

'Design Thinking' by IDEO where it was developed into a first and second prototype 

of 'Idea Sharing Open Platform(MOA)'. The prototype was implemented and refined 

through interaction design, visual interface design, heuristic evaluation and usability 

test. 

This paper’s significance is in its suggestion of detailed creative ideation 

methodologies of Design Thinking and its detailed blue print for how an 'Idea 

Sharing Open Platform' is able to adapt and implement design creativity in different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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