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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미지와 아이디어를 사고 파는 시대에 

창의력을 바탕으로 긴장감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스타트업의 

서비스 및 제품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도구가 부족한 현실이다.  

본 연구는 청년 실업에 부흥하여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젊은 

세대의 스타트업의 증가와 불확실한 상태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변화되는 

스타트업의 특성 속에서 새로운 서비스 및 제품의 아이디어 발상 및 

구체화를 위한 디자인툴킷인 ‘CLUE’를 제안한다. 이는 감성과 감각적 

요소를 기반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찾고, 서비스와 제품의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의 단서를 제시하는 디자인툴킷이다.  

  ‘CLUE’는 1) 거시적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사회와 문화, 환경, 

경제, 기술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연결시켜 지도를 그리는 

‘THE SCEET MAP’ 2) 감성적 경험과 감각을 기반으로 5W1H에 

답하는 하면서 아이디어를 발생 시키는 ‘THE FIVE SENSES’ 3) 특성 

어휘를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다양한 각도에서 재 결합 시키는 ‘THE 

CROSS THINKING’ 4) 사용자의 경험적 여정을 감성과 감각을 

사용하여 생각을 정리시키는 ‘THE EMOTIONAL JOURNEY’로 

구성되어 있다.  

본 툴킷의 사용은 스타트업 구성원들은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및 영감이 필요하거나 문제점을 발굴하고 싶을 때 

사용하여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며, 

재미와 감각적 요소를 자극 시킬 수 있는 도구로써 점점 스타트업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젊은 스타트업 구성원들에게 

만족도를 향상 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주요어 : 아이디어 발상, 아이디어 구체화, 디자인 툴킷, 스타트업 

학   번 : 2014-2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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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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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노동생산성이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업 부문의 낮은 생산성에 기인한다고 분석할 수 

있으며,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고정투자가 제조업에 

편중되지 않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유입되도록 하여 업종 간의 

균형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１.  

 

[그림 1] OECD 주요국 서비스업 생산 비중２ 

 

 이는 곧 제품을 판매하는 시대보다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미지와 아이디어를 사고 파는 시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인 HP, IBM등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는 

제조업기반의 사업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이유이다.３ 

 서비스디자인은 글로벌 기업들이 변화 속에서 찾아낸 새로운 

가치 창출의 시장이며, 이는 디자인 개념의 범위 중 제4개념인 혁신적 

개념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시간적, 이미지 개념을 

융합하고 디자인이 다른 분야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확장되어 목적성을 

                                            
１ 한국은행,『BOK 이슈노트』, 제 2015-4호. 

２ Ibid., p.3. 
３ 표현명, 이원식, 최미경, 『서비스 디자인 시대』 서울: 안그라픽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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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가치 있는 행위에 집중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의의를 둔다.  

 

 

[그림 2] 디자인 개념의 범위４ 

 

 해외의 대규모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내의 창조경제의 정책의 

주요 이슈인 스타트업을 이끄는 플랫폼을 창출하기 위하여 창의력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금, 정보, 인력, 기술, 시설등과 연결 짓는 창조 

플랫폼이 등장하여 창의성을 열린 공간에서 찾고 현실화하는 것이 

확산되고 있으며, 창조경제타운은 정부가 만든 플랫폼으로 창조 

생태계를 구현하고자 창조 생태계가 사회의 운용 방식이 되고 문화로 

자리 잡을 때 창조경제 사회는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고 예측했다.５  

 

 하지만, 국내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은 해외 특히 스타트업의 

강국인 미국의 비해 지원, 다양성, 성공률이 저조한 편이며, 디자인 

컨설팅의 재정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적재적시에 디자인 방법을 

활용하지 못하여 취약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스타트업 

시장에서 서비스디자인 측면의 강화를 위해 접근을 도울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４ 표현명, 이원식, 최미경, 『서비스 디자인 시대』 서울: 안그라픽스, 2008.  

５ 김대호,『창조경제정책의이해 』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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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창조경제타운 현황６ 

 

 서비스디자인의 가치는 모든 산업 및 공공분야에서 

혁신수단으로 증대하고 있으며, IT 및 네트워크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되면서 서비스 산업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함과 동시에 그 

중요성과 복잡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는 서비스 혁신을 

위한 새로운 방법과 분야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７  서비스 분야의 

시작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결과로 고객들은 서비스를 통해 총체적, 

통합적으로 작용하며, 사용자의 감성에 세심한 배려뿐 아니라 서비스 및 

제품과의 세부적인 인터렉션까지 고려하고 배려된 서비스를 경험하길 

원하게 되었다.８ 

 

                                            
６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3&artId

=1279240 2015.10.5. 
７ Service Design Council, http://www.servicedesign.or.kr/ 2010.10.31. 

８ Ibid., 2015. 09.01.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3&artId=1279240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3&artId=127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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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여 이미지 중심의 커뮤니케이션과 감성의 다원화는 

사용자의 감성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속에 자연스럽게 경험 할 수 

있는 경험뿐 만 아니라, 사용성과 감성을 만족시키고 새로운 서비스 및 

제품의 아이디어를 창출 하기 위해서는 감성과 서비스의 관계는 

공존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타트업의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발전 

시키기 위한 도구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 및 구체화 할 수 있는 

디자인툴킷으로 감성과 감각적 요소를 기반으로 접근하여 발상을 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품과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을 토대로 고객이 경험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만족할 만한 아이디어 발현을 감성요소와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구를 즉 디자인툴킷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 방법과 범위는 [그림 5]와 같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외 스타트업의 현황 및 감성 디자인과 감각의 특징을 파악한다. 

둘째, 선행연구 시에 이미 밝혀진 자료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방법론과 스타트업을 위한 서비스디자인의 역할과 실현 

가능성을 파악한다. 셋째, 기존 서비스디자인 툴킷의 사례를 비교 

분석을 한다. 넷째, 스타트업에 가장 필요한 툴킷이 무엇인지 찾고, 

사용성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반영한 스타트업을 

위한 아이디어 발상 및 구체화 디자인툴킷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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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연구 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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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 정리  

 

1) 스타트업 

스타트업은 불확실성 속에서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모든 대기업 신규 사업 부서, 비영리 조직, 벤처 기업 모두가 

스타트업으로 지칭 하며, 지속성, 확장성, 수익성을 기반으로 비지니스 

모델을 찾는 조직으로 볼 수 있다.   

 

2)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플랫폼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디어 제안을 바탕으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멘토링과 아이디어 제공자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지원 및 사업을 연계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2) 디자인툴킷 

 디자인 프로세스 및 방법론을 기반으로 가이드 및 워크시트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점을 툴킷을 사용함에 따라 

솔루션 및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도구적으로 접근한 

디자인이다. 

 

3) 서비스디자인 

서비스디자인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공, 기업, 의료, 복지, 

재해, 재난, 보안, 치안 등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경험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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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험디자인 

 경험디자인은 인간의 정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인지적 영역과 

감성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인간의 신체에서는 지각적, 행동적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 진다.  

 

5) 감성디자인 

감성디자인은 주관적 감성적 욕구뿐 만 아니라, 정서 및 감각을 

매개로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디자인 요소를 말한다. 감성은 감각을 

매개로 인간과 대상이 교감을 이룰 때와 인간과 그를 둘러싼 환경과 

대상이 교감을 이룰 때 인간이 받아드리는 느낌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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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타트업  

 스티브 블랭크 (2012년)는 “스타트업은 지속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수익성 있는 비지니스 모델을 찾는 임시조직”이라고 정의했다.9 

에릭 리스 (2012년)는 “스타트업이란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려고 나온 조직이다.”라고 했다. “극심한 

불확실성 상황에서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면, 정부, 

대기업 신규 사업 부서, 비영리 조직, 벤처 기업 모두가 

스타트업”이라는 것이다.10 

 

 불안정한 상태에서와 확신할 수 없는 미래에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임시조직인 스타트업은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 

안전성을 기반으로 멘토링 서비스 같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지만, 유명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센터에 채택되어 투자 및 컨설팅을 

받는 것은 창업자들에게는 어려운 도전이지만 새로운 기회 될 수 있다.  

 

2.1. 스타트업과 창업가의 이해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창업 투자 및 보육 기업중의 하나인 

와이콤비네이터 (Y combinatory)의 공동 창업자 폴 그레이엄(Paul 

Graham)은 그의 에세이에서 스타트업의 본질을 빠른 성장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최근 등장한 스타트업의 정의에 대한 

논의의 공통점은 불확실성, 혁신, 변화가 큰 조직, 그리고 첨단 기술 

관련 업종을 가리킨다는 데에 있다.  

 또한 창업가의 특징으로는 첫째, 새로운 것에 대한 비전과 

그것을 실현할 정도의 강한 믿음을 가지며 둘째,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 따라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 

보다는 창의력을 바탕으로 긴장감 속에서도 부단히 아이디어를 제안할 

                                            
9 Steve Blank, 김일역 외 (역) 기업 창업가 메뉴얼, 에이콘 2014. 
10 Eric Rice, 이창수, 송우일(역), 린스타트업, 인사이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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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로 정의될 수 있다. 11   

 

2.2. 스타트업의 확산의 배경  

 국내외 스타트업의 확산의 원인으로 청년실업, 창업의 관심 증가, 

기술의 발전과 활용 범위의 확산, 그리고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으로 정리 할 수 있다.  

 

1) 청년실업의 확산 

 청년층인 20-30대의 지속적 실업의 확산은 취업에 대한 대안이 

스타트업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기술과 맞물려 인터넷 및 

모바일 기반의 스타트업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12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통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약 13%의 청년층의 인구가 실업 

상태에 있으며, 2010년 이후 청년층의 실업률은 2011년 12.3%에서 

2013년에는 12.5%로 꾸준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2) 창업의 관심 증대  

 실업의 대안과 창업의 관심 증가의 결과는 스타트업의 확산으로 

연결되었으며,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의 ‘2013년 글로벌 

리포트’에 따르면, 전체 창업자 중 25세 이상 34세 미만의 연령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13 

 

3) 기술의 발전에 따른 스타트업 범위의 확산 

 스타트업의 주로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의 기술의 발전과 

정보기술 (ICT) 발전은 선진국과 신흥국에게 ICT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이 확대되고 있다. 분야는 주로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분야가 

크게 증가되었고, 국내의 경우는 기계/제조/자동차관련 분야와 

                                            
11 김형로, 김혜선, 『대한민국 창업교과서』 경기: 정일, 2013. 
12 KOTRA, 주요국의 스타트업 육성정책과 한국의 과제, Gobal Market Report 15-057, 

2015. 
13 Ibid.,p. 3. 



 

17 

 

음식료/섬유(비)금속 분야가 스타트업의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14 

 

 

 [그림 5] 한국 스타트업의 진출 산업 분야15 

 

4)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  

 경기 불황이 전세계적으로 발상하고 있어 스타트업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기회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의 동력 

확보 하기 위한 시도로 주요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가 주요국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  

미국 
Startup America를 통한 정부와 민간정책 조화 

자금 접근성을 강화한 정부 정책과 민간 기업주도 보육프로그램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조성과 선택적 육성  

- Tech City를 기반으로 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과 집중육성 

이스라엘 
글로벌 지향 하이테크 기반 스타트업 발전  

- Yozma 프로그램을 모태로 벤처캐피탈 자금 유입 활성화  

한국 
정부의 포괄적인 스타트업 육성정책 제시와 민간 엑셀러레이터의 

움직임 

 

[표 1] 주요국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 16  

                                            
14 Ibid.,p. 4. 
15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2009. 
16 KOTRA, 주요국의 스타트업 육성정책과 한국의 과제, Gobal Market Report 15-05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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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스타트업의 현황 및 분석결과  

 스타트업은 주로 첨단기술과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스타트업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술을 바탕으로 미디어와 컨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개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디자인과 사용성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여가와 관련된 제품과 모바일 게임 

산업이 확산되어 첨단기술과 창의 산업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림 6]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시스템 요소 

 

 국내의 스타트업은 정부와 민간 분야에서 장려하고 있는 

분위기이나 신규 스타트업 창업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체계화 및 

시스템화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는 환경적 요인으로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시스템 부족은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시에 아이디어 발굴 및 

검증단계에서 어려움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부족이 나타나고 

있으며 제도적 요인으로는 스타트업 초기에 아이디어 발현과 

발전단계에서 체계적인 시스템 및 전문적 지식의 부족과 멘토와 



 

19 

 

연결성의 저하는 미진한 프로세스로 나타나고 있다. 17  또한 기업적 

요인으로는 경쟁역량 분석 및 유형화, 유사 유형의 스타트업들의 시장 

진출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는 도구 및 전략 개발이 필요한 현실이다.  

 

 

2.4 스타트업의 프로세스 

  스타트업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서비스 및 제품을 

창출하는 프로세스에 집중하는 조직으로 일반 기업에 비해 시간과 

비용에 따른 영향이 막대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프로세스는 비용과 시간을 최적화 킬 수 있는 방법론을 추구한다.  

 

1) 린 스타트업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회사의 Lean 제조 방식을 스타트업 

경영에 적용한 방법론으로 낭비 없이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한 린 스타트업에서는 고객의 

니즈 및 문제 조차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 요건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반응을 평가하여 다시 문제를 규정해 개선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프로세스를 가진다.18 

  린 스타트업 방식이 주목 받는 이유는 불확실한 환경과 미래의 

스타트업 상태에 시간을 줄이고 경험을 빠르게 쌓아 민첩하게 행동 

할 수 있는 방식인 ‘시행착오-학습-개선’을 지녀 실패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시키고 현장 중심의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린 캔버스 

애시 모리아는『Running Lean』의 저자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린 스타트업 버전으로 수정하였다. 린 캔버스가 비즈니스 

                                            
17 Ibid.,p. 24-25. 
18 박유진, 손현진, 창조경제의 성공 방정식, 린 스타트업, kt 경제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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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스와 다른 특징으로는 엘리베이터 피칭이 가능할 만큼 간결하고 

공유 및 수정이 간편하게 여러 개의 사업 모델을 반나절 안에 정리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19  린 캔버스는 총 9개의 

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그림 7]과 같다.20  

 

 

 

[그림 7] 린 캔버스21 

 

① 문제: 사람들의 느끼는 불편함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② 고객군: 목표 시장을 알고 있는가? 

③ 고유의 가치 제안: 기획한 제품이 경쟁사에 비해 어떤 점이 더 

나은지에 대해 명료하고 기억에 남는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④ 솔루션: 적절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⑤ 경쟁 우위: 경쟁자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⑥ 수익원: 수익이 어디에서 발생하며 이는 일회성인가 반복적으로 

                                            
19 Ash Maurya, Running Lean: Iterate from Plan A to a Plan That Works, O'Reilly 

Media Inc, 2012. 
20 http://www.dcamp.kr/contents/views/563 
21 하나금융그룹, 린(Lean)경영의 재조명, 린 스타트업 글로벌 경영 트렌드 제5호, 2015. 

http://www.dcamp.kr/contents/views/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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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지 또는 수익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발생하는가? 

⑦ 비용 구조: 스타트업 운영 시에 필요한 직접, 간접 비용은 무엇인가? 

⑧ 핵심 지표: 스타트업이 유동적으로 흘러가기 위해 어떤 숫자들을 

추적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⑨ 채널: 매출을 발생 시키기 위해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린 캔버스는 간결하게 핵심을 기입하고 현재의 타임라인에 맞춰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객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3) 최소 기능 제품(MVP: Minimum Viable Product) 

 최소 노력과 개발 기간으로 '만들기-측정-학습 순환'을 완전히 

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제품 버전. 목표는 근본적인 사업 가설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MVP는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그 자체만으로 

고객에게 가치는 주어야 한다. 22  또한 최소 기능 제품의 체계에서 

말하는 ‘제품’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위한 개인의 가설을 테스트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다.23  

 

4) 피봇 (Pivot) 

 피봇은 가설을 테스트하는 경로를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방향 전환. 제품, 전략, 성장 엔진에 대한 접근이 있으며, 에릭 

리스는 "스타트업은 더 적은 비용이나 더 짧은 시간에 같은 양의 유효한 

학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방향 전환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주장했다.24   

 

 

                                            
22 에릭 리스,『린스타트업』, 서울: 인사이트, 2012. 
23 빌 올렛, 『스타트업 바이블』, 서울: 비즈니스북스, 2014. 
24 Ibid.,p. 17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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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전환의 종류 

1. 줌인 전환 2. 줌아웃 전환 3. 고객군 전환 4.고객필요전환 5. 플랫폼 전환 

6.사업구조전환 7.가치획득전환 8.성장엔진전환 9.채녈전환 10. 기술전환 

 

[표 2] 피봇의 종류25 

 

 이처럼 스타트업의 프로세스는 3 단계의 프로세스 ‘시행착오-

학습-개선’ 같이 짧은 주기의 반복을 통해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생과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고 검증하기 원하며, 특히 고객의 니즈를 

중심으로 아이디어의 탐색과 반복이 계획된 사업모델의 실행보다 

핵심으로 자리잡아 이를 위한 아이디어 발현과 재빠른 방향 전환을 위한 

아이디어 및 고객중심적 사고를 위한 디자인툴킷이 필요하다. 

                                            
25 에릭 리스,『린스타트업』, 서울: 인사이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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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아이디어 및 창의성의 이해와 발상법의 종류 

 아이디어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 (Platon, BC. 

427-347)이 제시하였는데, 존재자의 원형을 이루는 영원 불변한 

실재를 이데아(Idea)라고 했는데, 이는 인간이 지향하는 가장 완전한 

상태나 모습을 의미한다. 26  또한 아이디어의 사전적 정의는 ‘마음 속에 

잠재하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생각이나 지식과 같은 두뇌활동의 산물로써 

두뇌 활동의 최고 영역이며 불완전한 표현의 실제 형태로 선험적인 그 

무엇이다’ 으로 명명 할 수 있겠다.27  

 창의성의 개념은 매우 다양한데‘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 또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거나, 비일상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28 

 

- 아이디어 발상법의 종류 

1) 브레인스토밍 발상법 

 오스본(Alex. F Osborne) 의 브레인스토밍 발상법 중 아이디어 

발상 단계에서는 집단 속에서 개별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어진 시간 안에 목표한 아이디어의 개수를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9  이는 아이디어의 질보다는 초기 아이디어 발상 

단계에서는 다량의 아이디어의 개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아이디어의 숫자는 개인당 8-15개가 가장 안정이며, 그 이상을 요구할 

경우 반감의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있으나 (Bergh, Reid, & Schorin, 

1983) 30 , 초보자의 경우는 여러 각도에서 아이디어의 접근을 하여 

                                            
26 김병희, 창의주성 개념에 의한 광고 아이디어 발상법의 탐색, 광고PR실학회, 제7권 1호, 

2014년 2월, p7-31.  
27 Ibid., p7-31. 
28 학지사 ,교육심리학용어사전, 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1. 10. 
29 김병희,『아이디어발상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30 Bergh, Bruce G. Vanden, Leonard. N. Reid, & Gerald A. Schorin (1983년) “How 

Many Creative Alternatives to Generate?” Journal of Advertising, 12 (4), pp. 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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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이상의 아이디어를 내어야 사용성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아이디어 확장을 통해 기존의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현하게 해야 한다. 낡은 요소들이 새로운 결합을 통해 

빛을 밝히듯이 (Young, 1975) 31 , 처음에는 전혀 연관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라도 각각의 아이디어들이 기준을 논리적 잣대로 합쳐지며 

새롭고 대단한 아이디어들로 탄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새로운 각도로 접근하여 의미를 확장 할 수 

있는 노력을 깃들어야 한다.32  

 

2)  체크리스트 법 

 Osborne이 개발한 발상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체크포인트를 준비해두고 하나씩 찾아나가는 방법이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경우도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발상을 재촉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미리 정해두고, 순서대로 체크해가는 방법이다.33 

 

3) KJ법 

 창조성 함양 훈련의 하나로 문제를 정리하거나 발견하는데 

유용한 기법이며, 많은 아이디어를 정리하고자 할 때 ① 테마를 정하고 

② 아이디어를 카드에 기입 한 후 ③ 내용이 비슷한 카드 별 정리와 

그룹별 타이틀 정하여 ④ 계속 그룹을 정리하며 문장화 및 도표화 시켜 

위 순서에 맞춰 정리하면 아이디어들을 간편하게 정리 할 수 있다.34 

 

4)  5W1H 

누가(who)가 가장 적절한가? 무엇이(what) 목적인가? 

언제(when) 하는 것이 좋은가? 어디서(where) 하는 것이 좋은가? 

                                            
31 Young, James Webb (1975년) A Technique for Producing Ideas. Lincolnwood, IL: 

NTC Business Books. 
32 김병희, 『아이디어발상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33http://hrd100.tistory.com/keylog/%EC%B2%B4%ED%81%AC%EB%A6%AC%EC%8

A%A4%ED%8A%B8%EB%B2%95, 2016, 5.1. 
34 HRD 용어사전, (사)한국기업교육학회, 2010. 9. 6., (주)중앙경제. 

http://hrd100.tistory.com/keylog/%EC%B2%B4%ED%81%AC%EB%A6%AC%EC%8A%A4%ED%8A%B8%EB%B2%95
http://hrd100.tistory.com/keylog/%EC%B2%B4%ED%81%AC%EB%A6%AC%EC%8A%A4%ED%8A%B8%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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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why) 그것이 필요한가? 어떠한(how) 방법이 좋은가? 대답에 

답하면서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는 발상법이다.35  

 

5) 케이플즈의 연상력 발상법 

 연상력 발상법이란 머릿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연상되는 단어와 

문장을 연속으로 써 내려가는 방법으로(Caples, 1957) 형식이나, 

완성형 문장 구조에 구해 받지 않고 자신의 머리 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연속적으로 쉬지 않고 적는 것이 중요하며 더 이상 떠오르는 

단어들이 없을 때까지 과정을 반복하면 단어가 구절로 구절이 문장으로 

확장되어 단락으로 발전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인 이 발상법을 통해 작성한 단어 및 문장들의 정리를 통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36     

 

6) 애벌의 스캠퍼 발상법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제시한 오스본의 체크리스트 기법을 보완 

및 발전시킨 발상법으로 주로 광고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 

발상법이다. 대체하기, 결합하기, 조절하기, 변경, 확대, 축소하기, 용도 

바꾸기, 역 발상과 재정리하기 등의 7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답을 찾으면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용도 개발 및 품질 개선, 실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발상에 도움이 되는 

기법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상태를 변형시킨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7) 특성열거법  

 크로포드(R. T. Chloford) 교수가 만든 창조성 개발기법으로 각 

제품이 가진 특성을 세분시켜 ① 재료, 제조방법, 전체, 부분 등의 

                                            
35 장동규, 신영의, 최명기, 남원기, 홍태환, PCB/SMT/PACKAGE/DIGITAL 용어  

해설집, 2010. 
36 김병희, 아이디어발상법,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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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적 특성 ② 중량, 색채, 크기 등의 형용사적 특성 ③ 기능 등의 

동사적 특성 등으로 3등분시켜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는 방법이다.37 

 

3.2. 감각 및 감성과 경험 디자인 

 감성은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느낌으로 명확한 표현이 

어려운(Ambiguous) 동시에 개인과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는(Personal and Dynamic) 특성을 가지고 있다.38 그래서 감성은 

외부에 반응하는 감각자극의 반응으로 감각정보에 대하여 

직관적(intuitive)이고 순간적 (반사적, Reflective)으로 발생되는 

감성으로 쾌적감, 고급감, 불쾌감, 불편함 등의 복합적인 감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39  또한 경험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기업, 고객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항상 경험이 존재해왔으나, 고객 가치 창출에 있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과거에는 단편적으로 

이해 하였으나 오늘날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고객 경험이 창출하는 

가치에 대하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40  

 

3.2.1. 감성과 감정에 대한 이해  

 감성에 대한 사전적 정의 Emotion은 주관적 감정의 상태, 

Affect는 사고 인식 행동과 구별되는 것이며, Feelings은 지각적인 

감각을 말하며 감성은 실용적, 심미적, 사회적, 경탄, 분노 등의 

감정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41  

 

 

 

                                            
37 HRD 용어사전, (사)한국기업교육학회, 2010. 9. 6., (주)중앙경제. 
38 김억, 박희령, 이지현, 『바디 메타포』, 스페이스타임, 2008, p.50. 
39 은이선, 현대 실내디자인에 표현된 디지털 미디어의 비주얼 인터페이스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통권58호, 2006, p,104. 
40 루이스 P. 카본, 『고객 그리고 경험』 서울: 한국표준협회컨설팅, 2006년. 
41 김대식, 『감성제품개발론』 서울 : 형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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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 

 

어떤 행동의 전 단계에서 임의의 자극이 주어질 때 생리학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반응을 말하고, 강도가 강한 심리적 변화로서 감각자극에 

대하여 정보처리와 두뇌에서의 판단 과정을 거쳐서 발생 

 

 

Affects 

 

세상을 판단하는 관점에서 널리 분포된 분야이며 일반적 감성과 

기분을 총칭 

 

Moods 

 

잠재적으로 사람들의 인식 절차에서 별개로 행동하고, 더욱 영속적이고, 

형언하기 어려우며, 방심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는 기분 

 

 

Feelings 

 

흔히 무드와 같은 말이라고 믿기 쉬우며, 오감에 의해 느끼는 반응 

 

[표 3] Emotion, Affects Moods, Feelings의 개념42 

 

1) 실용적 감정: 고객이 디자인을 사용 시 그 디자인의 실용성에 

실망하거나 만족하는 느낌. 

2) 심미적 감정: 고객이 디자인을 보았을 때, 그 외적인 모습 때문에 

회피하게 되고나 끌리는 느낌. 

3) 사회적 감정: 사회적으로 합당한 기준에 따른 디자인 인가, 그로 

인한 분노나 감탄 같은 느낌. 

4) 경탄의 감정: 매우 특이하고 새로운 디자인에 놀라고 경탄하는 느낌. 

5) 흥미의 감정: 디자인이 먼가 더 새로운 것을 기대하게 하는 느낌.43
 

                                            
42 김대식, 『감성제품개발론』 서울 : 형설, 2007. 
43 표현명, 이원식, 최미경, 『서비스 디자인의 시대』서울: 안그라픽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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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44 

 

 개인의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인 사항 외에도 

사회문화적 요인도 주요하다. 개인은 사회 안에 속해 있으며, 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개인의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감성과 감각 및 정보 

자극은 상호적 작용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2.2. 감각에 대한 이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가치는 사용자의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을 통해 반응하는 감각적 체험으로 이는 사용자에게 동기를 

부여 할 수 있는 주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오감은 사용자에게 

가장 밀접하고 익숙한 감각으로 서비스 및 제품을 체험할 때 접촉 및 

상호작용을 통해 그 속에서 다양한 사용자경험을 이끌어 내기 때문이다. 

사용자경험은 그들의 고유한 라이프스타일 뿐 만 아니라, 사용습관까지 

엿볼 수 있어 감각의 이해는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수단으로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감각의 자극은 새로운 수단과 전략을 통해 서비스와 

제품의 차별화 요소를 지닐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44 김대식, 『감성제품개발론』 서울 : 형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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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감성 디자인  

 소비 욕구의 다양화와 개성화에 따라 감성디자인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감성적 욕구뿐 만 아니라, 정서 및 감각을 매개로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디자인을 말한다. 감성은 감각을 매개로 하여 

인간과 대상이 교감을 이룰 때 인간과 그를 둘러싼 환경과의 대상이 

교감을 이룰 때 인간이 받아드리는 느낌이라 할 수 있다.45  결론적으로 

고도화된 디자인 감성의 구조는 자연적, 물리적, 기업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요소와 가치관, 태도 신념 개성 사고 등 심리적 요소의 

영향으로 형성된 소비자의 개인의 심미성, 기능성, 상징성, 등의 감성 

기준에서 표현되는 디자인 감성으로 이루어진다.46  

 

3.2.4. 감성 및 감각과 경험 디자인과의 관계 

 어댑티브 패스(Adaptive Path)에서 주관한 UX Week 2009에서 

제임스 가렛(Jesse James Garrett)은 경험디자인의 4가지 영역을 

정의를 지각, 인지, 감성, 행동으로 설명했다. 사용자 경험은 인지적 

영역과 감성적 영역에서 이루지며, 이는 신체와 연관된 지각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47  

 또한 하버드 경영대학원 마케팅 학과 학과장인 제럴드 

잘트만(Gerald Zaltman) 박사는, 2003년 “고객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가: 시장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 (How Customers 

Think: Essential Insights into the Mind of the Market)에서 “총체적 

경험에서 비롯한 무의식적인 감각적, 감성적 속성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유형적 속성 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이러한 평가는 총체적 

경험의 핵심가치로서 감각 및 감성적 요소가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중요 요인임을 보여준다. 제품 혹은 서비스 

                                            
45 권영걸, 『공간디자인』, 도서출판국제, 2001, p.283. 
46 Ibis., p.283. 
47 제시 제임스 가렛 (Jesse James Garrett) Adaptive Path UX Week 2009 발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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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이 가치제안의 핵심요소 일 때조차도 결국 총체적 경험은 감각 및 

감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48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감각과 감성적 경험 중심의 디자인툴킷은 

스타트업을 위한 서비스 및 제품의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 및 구체화를 

위한 도구로 감성과 감각을 통한 사회문화적 이해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익숙한 감성의 경험과 신체와 밀접한 다섯 가지 감각의 사용은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요소로 창의적인 도구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48 Gerald Zaltman. “Lighting up the Shadow” a presentation at Procter &Gamble’s 

Future Forces Conference. Cincinnati, Ohio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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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서비스디자인의 고찰 

 서비스 디자인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공, 기업, 의료, 복지, 

재해, 재난, 보안, 치안 등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더 

나은 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49 이는 서비스 자체를 디자인 하는 것으로 경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사용하는 도구로는 서비스 청사진, 여정맵, 퍼소나 

등의 서비스 방법론을 통해 사용자들로 하여금 직접 체험의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의 요인과 인사이트를 도출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고안해낸다. 

 

4.1.1. 서비스디자인의 개념  

 서비스 디자인은 영국에서 발단된 분야로 1982년 G. Shosttack의  

How to Design a Service 라는 논문에 처음 생성된 개념이다. 초기의 

공공서비스 산업에 적용되는 디자인을 흔히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나, 현재는 공공서비스를 넘어 모든 서비스 부분에서 요구되는 

디자인을 포괄하는 용어로 개념과 의미가 확장되었다.  

 

4.1.2. 서비스디자인의 특성 

 서비스디자인의 특성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으로 나뉠 수 있다. 

① 무형성: 객관적인 형태로 제시할 수 없고, 물체처럼 만지거나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그 가치를 파악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② 비분리성: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 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소비되는 성격이 있다. 

③ 이질성: 생산 및 인도 과정에서 여러 가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매우 변동적이며, 이 때문에 규격화 표준화가 어렵다. 

                                            
49 서비스디자인코리아, 『서비스 디자인』 서울: 청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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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멸성: 판매되지 않은 제품은 재고로 보관할 수 있지만 판매되지 

않은 서비스는 사라진다. 즉 저장하거나 보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서비스디자인의 결과물은 제품에서부터, 

공공디자인까지 사용자경험을 토대로 맥락적이며 분석적 사고를 

기반하여 주로 정성적인 결과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특성을 가진다.  

 

4.1.3. 서비스디자인의 역할 

 서비스디자인은 고객에게 아름다운 디자인을 통해 감동을 주는 

‘심미적 자극’(Aesthetic Stimulus), 디자인을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하게 하는 ‘의미적 자극’(Semantic Stimulus),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이 내포한 상징을 소유하게 하는 ‘상징적 자극’ 

(Symbolic Stimulus)을 포괄하며, 이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각 요소가 어우러진 상관관계를 통해 동시에 작용하며 

고객에게 동기를 부여해 행동을 유발하여 현재 서비스 분야는 생산적인 

관점 (효율성과 경제성)에서 감성적인 관점 (수용자의 전체 경험 

고려)으로 변화하고 있다. 50  따라서 서비스 개발의 감성적 접근은 

사용자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유도 및 참여도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뿐 만 아니라 양적인 

측면에서도 활발하게 서비스 개선을 촉진 할 수 있다.51  

 

4.1.4. 서비스디자인의 프로세스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는 관찰적 생성적 평가적인 디자인 

접근법을 가지고 서비스를 개발하며 디자인 접근 과정이 조사 및 발견 

종합 구체화 실행 결과도출이라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50 표현명, 이원식, 최미경, 『서비스 디자인 시대』 서울: 안그라픽스, 2008. 
51 서비스디자인코리아, 『서비스 디자인』 서울: 청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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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는 Design 

Council의 더블 다이아몬드(Double Diamond)를 활용하였다.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에서는 Discover, Define, Develop, Deliver의 

4단계를 거쳐 서비스 디자인을 수행한다. Discover단계에서는 고객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들의 니즈와 서비스를 둘러싼 맥락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며, Define단계에서는 조사된 요구사항들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컨셉을 정의하고 서비스 시나리오를 시각화하고 문서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Develop단계에서는 제안된 서비스 시나리오를 

구체화할 수 있는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상세 디자인이 이루어지며, 

Deliver단계에서는 상세 디자인된 결과물을 프로토타이핑 하여 평가를 

수행함은 물론 실제적인 서비스로 구체화하기 위한 서비스 가이드라인 

작성이 이루어진다.52 

 

 

 

[그림 9]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53 

                                            
52Design Council, 

http://www.designcouncil.org.uk/sites/default/files/asset/document/ElevenLessons

_Design_Council%20(2).pdf 
53The Creative Industries, http://www.thecreativeindustries.co.uk/uk-creative-

overview/news-and-views/view-what-is-design-and-why-it-matters 

http://www.designcouncil.org.uk/sites/default/files/asset/document/ElevenLessons_Design_Council%20(2).pdf
http://www.designcouncil.org.uk/sites/default/files/asset/document/ElevenLessons_Design_Council%20(2).pdf
http://www.thecreativeindustries.co.uk/uk-creative-overview/news-and-views/view-what-is-design-and-why-it-matters
http://www.thecreativeindustries.co.uk/uk-creative-overview/news-and-views/view-what-is-design-and-why-it-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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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툴킷의 이해  

4.2.1. 기존 툴킷의 사례 

1) IDEO 'HCD(Human Centered Design) Toolkit’ 

  HCD는 후진국의 ‘소외된 계층’의 니즈를 해결하는 데 있어 

디자인적 방법론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북이다. HCD는 관찰(hear)→ 창조(create)→실행(deliver) 총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IDEO.org의 프로젝트는 현지 주민들이 

디자이너와 다양한 분야의 스탭들과 함께 처한 상황, 일상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이를 해결하는 것을 돕는다. 이를 통해 파악된 니즈와 

문제점을 발견하여 디자이너와의 협업과정을 통해 현지에서 사용 가능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현장의 피드백을 통해 최종 결과물을 도출한다. 

현지의 다양한 사례들은 IDEO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제공한다.54 

 

 

 

 

 

 

 

 

 

[그림 10] IDEO, 'HCD (Human Centered Design) Toolkit55 

 

2) IDEO 의 Method Cards 

 METHOD CARD는 인간중심적인 접근법을 바탕으로 디자인 

프로세스 방법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카드로 

제작하였다. 이는 51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Learn-Look-Ask-

                                            
54 KIDP 보고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읽다–디자인전문기업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2013. 
55 IDEO, https://www.ideo.com/by-ideo/human-centered-design-toolkit 

https://www.ideo.com/by-ideo/human-centered-design-tool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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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y 4단계로 구분하여 툴킷으로 디자인하였다.  

 

 

[그림 11] IDEO, Method Cards56 

 

- 카드 실행의 4 단계57 

① Learn: 문제를 깊고 다양하게 이해하는 단계  

② Look: 통찰과 영감을 위한 사용자와 환경을 관찰 단계 

③ Ask: 인터뷰를 통한 문제해결의 정보를 얻는 단계 

④ Try: 시험해보고 디자인을 보완하는 단계 

 

3) Frog사의 Collective Action Toolkit 

  이 툴킷은 사용자들이 삶 속에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고, 나아가 긍정적인 기회요소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돕는다.  

 총 72페이지로 구성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사회문화적 해결책을 위한 툴킷으로, 디자이너에게만 국한된 사용이 

아닌 다양한 지역과 연령 및 문화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56 Dexigner, http://www.dexigner.com/news/25575 
57 KIDP 보고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읽다 – 디자인전문기업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2013. 

http://www.dexigner.com/news/2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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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 수 있게 디자인 되었다. 이 도구는 팀 빌딩, 리서치 수행방법, 

문제해결방법 등을 쉽게 설명하여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혔다.58 

 

 

 

[그림 12] Collective Action Toolkit59 

 

4) 한국 서비스디자인협의회 Service Design Workshop Toolkit  

 성공적인 서비스 디자인을 위해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휴먼, 

그리고 경험을 고려하기 위해 간단한 서비스 디자인 워크샵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툴킷으로 단계별로 서비스 디자인의 방법론 및 도구를 

사용하여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3] 한국서비스디자인협의회, Service Design Workshop Toolkit60 

 

                                            
58 KIDP 보고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읽다 – 디자인전문기업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2013. 
59 Frog Design, http://www.frogdesign.com/work/frog-collective-action-toolkit.html 
60 Service Design, http://www.servicedesign.or.kr 

http://www.frogdesign.com/work/frog-collective-action-toolkit.html
http://www.servicedesig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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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ine 단계에서는 Stakeholder 기법을 사용해 주제를 정하고, 

관찰 단계에서는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목적을 위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를 바탕으로 퍼소나를 제작하고, 설문조사, 인터뷰 같은 직접적 

사용자를 관찰하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모바일을 활용하여 기록하여 

사용자의 행동패턴을 관찰 할 수도 있는 제안을 한다. 기록된 관찰을 

바탕으로 저니맵을 완성하는데, 이는 서비스를 이용단계 별로 구분하여 

제공 전, 제공 중, 제공 후로 나눠 고객의 만족도 및 감정 상태를 

기록하여 Pain Point를 찾아 기회요소를 발굴하는 목적이 있다. 다음 

단계는 Co-Creation Workshop으로 역할극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스토리텔링을 사용해 상황이나 환경을 만들어 문장을 

구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요인을 파악하고 각각의 니즈가 디자인에 

반영되어 서비스 컨셉을 도출하여 브랜딩요소까지 고려한다. 마지막 

단계는 프로토타이핑 및 블루프린트의 활용으로 새로 개발된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켜, 모든 과정을 통해 서비스의 초기모델을 설계한다. 이를 

통해 실제의 개발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으며, 새롭게 개발될 서비스의 

문제점 및 보완점을 찾을 수도 있다.61  

 

5) 경험 평가 툴킷 

 경험 측정 툴킷은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감정 및 품질 측정을 

돕는 도구로, 서비스 별로 측정된 고객의 감정과 품질은 서비스 

디자이너 및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서비스 개선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 

경험 측정 툴킷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러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감정과 서비스 품질을 수집하고 측정할 수 있다. 또한 디자이너 및 

서비스 디자이너, 기업, 서비스 제공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조사자가 

                                            
61Service Design, 

http://www.servicedesign.or.kr/sub3_4.asp?pageNum=3&subNum=3&scrID=00000

00079 

http://www.servicedesign.or.kr/sub3_4.asp?pageNum=3&subNum=3&scrID=0000000079
http://www.servicedesign.or.kr/sub3_4.asp?pageNum=3&subNum=3&scrID=000000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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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다. 

 

 

[그림 14] 경험 평가 툴킷62 

 

 툴킷의 용도는 크게 3가지로, 서비스에 대한 고객 감정 측정, 

서비스에 대한 고객 품질 측정, 서비스에 대한 고객 기대감 측정으로 

나눌 수 있다. 본 툴킷이 측정하는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고객 감정 

측정과 고객 품질 측정으로 나뉜다. 감정 어휘 카드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묻는 만족도 카드와 긍정․부정 어휘 카드로 나뉘고, 품질 어휘 

카드도 마찬가지로 긍정․부정 어휘 카드로 나뉜다. 그리고 어휘카드를 

이용해 고객 경험을 기록할 수 있는, 고객 여정 기록 메모잇, 감정 어휘 

기록 메모잇, 품질 어휘 기록 메모잇, 인터뷰 기록 메모잇 총 4종의 

기록 메모잇으로 구성되어 있다.63
 

 

4.2.2. 기존 툴킷의 특징 및 한계점 

 사전 단계에서 조사하였던 기존의 툴킷들의 특징과 한계점을 

분석하여 스타트업을 위한 디자인 툴킷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점을 통해 인사이트를 고찰한다. 

 

                                            
62Service Design Platform, http://servicedesignplatform.com/archives/1110 
63Ibid,. 2016.03.27. 

http://servicedesignplatform.com/archives/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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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이름  특징 한계점  

 

 

 

IDEO  

 

 

 

HCD Toolkit 

 

 

비영리 단체를 위한 툴킷으로 

실용성 및 사용성 평이하며 

프로세스는 3단계로 Hear, 

Create, Deliver로 나뉨 

 

 

설명과 적절한 

프로세스에 비해 

템플릿을 제공하지 

않아 실제 비영리 

단체의 사용성의 

의문 

 

 

lDEO 

 

 

Method Card 

 

51장의 카드를 통한 영감을 

How와 Why를 통해 설명하며 

프로세스는 4단계로 Ask, 

Look, Lean, Try로 구성 

 

전문가에게 적합한 

설명과 사용성과 

사례의 부족 

 

 

 

FROG 

 

 

 

Collective 

Action Toolkit 

 

 

문제발견, 해결, 기회창출의 

프로세스로 사회문화적 접근은 

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접근성 항상  

 

프로세스 별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사례 및 

템플릿의 부족은 

사용자에게 실증을 

줄 수도 있음. 

 

한국 

서비스 

디자인 

협의회 

 

 

서비스디자인  

워크샵 툴킷 

 

7단계로 단축시킨 

서비스디자인의 정의와 

방법론으로 단기간 프로젝트에 

적합한 도구  

 

깊은 이해를 원하는 

사용자들에게는 

부족한 설명과 

컨텐츠 

 

 

한성 

대학교 

컨서시엄 

 

 

 

경험평가 툴킷 

 

감성적 접근 및 서비스의 

품질을 긍정어휘와 부정어휘 

카드를 통해 측정할 수 있음. 

인터뷰 및 고객 여정 기록 시 

메모 할 수 있는 템플릿 제공 

 

감정 어휘의 구성이 

다양하지 않고 

전반적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어휘로 

구성 

 

[표 4] 기존 툴킷의 특징 및 한계점 

  

 기존의 툴킷들은 주로 프로세스 별로 단계가 나누어져 있으며 

설명이 포함되어 그 가이드에 따라 사용자들이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단계별 필수적 혹은 놓치지 말고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명시가 부족하다. 그리고 제공된 방법론들이 모든 

경우에 맞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만 적용 될 수 있어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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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킷의 목적 및 용도를 정확하게 디자인 되어 있어 실질적 사용을 

고려해 툴킷을 디자인 하여야 한다. 

 

4.2.3. 스타트업과 디자인툴킷 

 빠르게 가치관이 변화되고 사용자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다양한 기업과 스타트업들은 이러한 변화들을 이해하고 

차별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여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사용자와의 

연결은 아이디어 발상법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형성하여 해결해야 

한다. 전문 디자이너, 체계화된 디자인 프로세스가 구축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관련된 중소기업들은 자사에서 

가지고 있던 상품과 제품 또는 서비스를 결합하여 한 단계 더 발전된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작아 전문 

디자이너도 부족하고 사내 체계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도 구축되지 않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하여 감성을 바탕으로 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함을 가진 스타트업을 위한 디자인툴킷의 템플릿은 

아이디어 발상 시에 사용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스타트업에 해당 툴킷의 제공은 고비용으로 컨설팅을 받지 

않더라도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창출 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스타트업을 위한 디자인툴킷은, 아이디어 및 실행단계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고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을 점검 할 수 있어 유의미한 

도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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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2. ‘THE FIVE SENSES’ 

 5.4.3. ‘THE CROSS THINKING’ 

 5.4.2. ‘THE EMOTIONAL JOURNEY 

5.5 사용성 평가 2차 

 5.5.1. 사용자 평가 1차와 2차의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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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아이디어 발상 및 구체화 디자인툴킷의 방향 

 본 연구는 감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디자인의 영역을 인지, 감성, 

지각, 행동으로 분류하여 이를 서비스디자인 요소인 환경, 사람, 

프로세스, 오브젝트와 결합하여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발상 및 구체화 

디자인툴킷의 방향을 선정하였다.   

 
 

환경 중심 

발상법 

 

 

프로세스 및 사용자 중심 

발상법 

 

오감 중심 

발상법 

 

발상법의 

재구성 

 

사회 

문화 

경제 

기술 

 

 

서비스디자인 

린스타트업 

 

인지 

감성 

지각 

행동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스캠퍼 

 
[표 5] 아이디어 발상 및 구체화 디자인툴킷의 발상법의 방향 

   

5.1.1. 환경 중심 발상법 

 환경 중심 발상법은 STEEP에 의거하여 비즈니스 방법론을 

활용한 마인드맵 형식으로 아이디어 발상을 거시적인 접근으로 

스타트업의 서비스와 제품을 위한 경제, 기술, 사회/문화, 환경으로 

나눠진 카드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구글 트렌드, 각 분야의 서적에서 

핵심어를 알파벳 순서로 A-Z까지 관련어들을 카드에 제시하였다. 

경제는 총 52개의 키워드, 기술은 69개, 사회/문화는 62개, 환경은 

46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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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환경 및 사용자 중심 발상법의 관련어 도출 방식 

 

환경 중심 발상법의 최종 목표는 마인드맵으로 제시된 각 

단어들을 바탕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서비스 및 제품의 이슈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 영감을 받고 사고를 전개시키는 단계로 가장 첫 번째로 

제안하였다. 거시적 환경 조사의 시간을 줄이고, 각 분야별 키워드를 

바탕으로 자신의 단어와 함께 결합하여 생각의 지도를 그리듯 이미지화 

할 수 있다. 이는 아이디어의 영역을 확장 시켜 시각화 할 수 있어 

생각의 연결 고리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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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환경 및 사용자 중심 발상법 카드와 워크 시트 

 

5.1.2. 프로세스 및 사용자 중심 발상법  

서비스디자인과 린스타트업의 방식을 활용해 서비스디자인의 

발견 단계에서 활용 되는 도구인 퍼소나, 저니맵, 브레인스토밍 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제품 및 서비스가 실행이 되는지?’ 에 대해 알아보는 

발상법을 목표로 정했다. 서비스 및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용자가 행하는 복잡한 동작을 통해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4가지로 분류하여 사용자의 인지, 감성, 행동을 바탕으로 [그림 17] 

같이 여덟 가지의 질문 카드와 워크 시트를 제공하였다. 아이디어를 

전개할 때 8가지의 프로세스에 입각하여 제시한 질문과 연상 작용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의 유용성, 매력성, 적시성, 합목적성, 지속성을 

알아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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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7] 프로세스 중심 발상법 카드와 시트 

 
 

프로세스 

 

질문 

1) 시간 시간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 과정과 변화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2) 사용자중심 사용자의 요구 충족 및 매력요소는 무엇인가? 

3) 인터렉션 상호작용의 대상은 누구인가? 

사람+ 사람 

사람+ 기술 (플랫폼) 

사람+ 사물  

4) 상상하기 사용자의 습관, 사용방법, 사용패턴에 대한 상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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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동 신체적 체험 또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위한 행동은? 

6) 감정 사용 시의 감정 상태는 어떠한가? 

7) 경쟁사 경쟁사는 누구인가? 경쟁자의 수와 신규 상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 정도가 경쟁자들에 비해 잠재성을 가지는가? 

8) 디자인 기능: 다양한 것을 단순화 시킬 것인가? 

단순한 것을 다양하게 할 것인가? 

형태 및 구조: 유기적 형태 기하학적 형태를 가질 것인가? 

9) 정리 5WIH의 입각해 위의 프로세스에 따른 답변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정리한다.  

 

[표 6] 프로세스 중심 발상법 구체화 

5.1.3. 오감 중심 발상법 

인간의 다섯 가지 감각인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을 

동원하여 사용자가 서비스 및 제품을 사용 할 때의 경험, 사용방법, 

감정 상태를 When, Where, What, Why, How에 맞춰 대답을 

기입하여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발상법이다. 

 

[그림 18] 오감 중심 발상법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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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스캠퍼의 재구성 발상법 

스캠퍼는 Substitute, Combine, Adapt, Put to other uses, 

Eliminate, Rearrange의 7개의 알파벳의 첫 자를 바탕으로 이름 지어진 

창의성 기법 중의 하나이다. 위 발상법을 재구성하여 어휘를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상위그룹은 유사어 및 반의어로 3가지 

그룹으로 분리하고, 하위 그룹은 각 그룹별로 적용 가능한 요소들을 

제공해 적용 가능한 요소들을 아이디어 발상 시에 대입하여 스타트업의 

서비스 및 제품 개선 시에 유연한 사고를 도울 수 있는 접근법이다. 

 

 
 

[그림 19] 스캠퍼의 재구성 발상법 카드와 워크시트 

 
유사 및 

반의어 

새로운, 유사한 

수정, 제거  

추가, 축소 

결합, 분리  

재배치, 거꾸로, 대체, 

반대로 

요소  방식, 의미, 가치, 

색상, 형태, 모양, 

동작, 음향, 냄새 

시간, 빈도, 성분, 

세기, 크기, 길이, 

높이, 무게 

재료, 패턴, 방식, 

방향, 배열, 동력, 

역할, 일정, 원인, 

결과, 속도, 음성 

 

[표 7] 스캠퍼의 재구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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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차트에 아이디어를 기입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리고 붙일 

수 있는 카드를 바탕으로 템플릿에 요소들을 배치하여 놀이 및 촉각적 

접근으로 피지컬한 활동에 집중하여 사용자의 사고 활동을 증진 시킬 수 

있다.  

 

5.2. 사용자 평가 1차 

5.2.1. 아이디어 발상 워크샵  

감각 중심의 아이디어 발상 워크샵의 효율성과 사용성을 

검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워크샵은 

2025년 미래 자동차 공간 및 서비스 아이디어 제안을 목표로 

수행하였으며, 디자인, 벤처경영, 자유전공, 기계항공, 국문학 전공 등의 

학부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림 20] 사용자 평가 1차: 아이디어 발상 워크샵 사진 

 

요소 내용 

목적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툴킷의 효용성 및 개선사항 도출 

대상 21~40세의 정보인터렉션, 통합창의디자인, 고급디자인 스튜디오  

수업의 학부생과 대학원생 30명 

주제 미래 자동차 인테리어를 위한 감각 중심의 아이디어 도출 

일시 2016년 5월 25일- 27일  

장소 서울대학교 49동 107호, UX실 

 

[표 8] 사용자 평가 1차: 아이디어 발상 워크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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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시간 방법 

주제 및 방법론 소개 20분 프레젠테이션 

사용자 및 환경 

 중심 발상법  

 

15분 
경제, 기술, 사회/문화, 

환경분야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마인드맵 

 

프로세스 중심 발상법 

 

15분 
단계별로 제시된 질문에 따른 답을 

연상하는 발상법 

오감 중심 발상법 15분 오감을 바탕으로 아이디어 접근 

스캠퍼 재구성 

 

15분 
스캠퍼의 요소들을 적용하여 

아이디어 확장 및 결합 

아이디어 발표  15분 프레젠테이션 

설문작성 및 인터뷰 15분 설문지, 

 

[표 9] 사용자 평가 1차: 아이디어 발상 워크샵 활동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사용자 평가 1의 워크샵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들을 제작하여 활용하였으며, 총 3번의 워크샵을 진행하였는데 각각 

팀과 개인으로 나눠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의 평소 자신의 

방법과 다르게 제시한 도구들을 사용하여 아이디어 발상을 진행한 결과 

다양한 답변과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을 공유할 수 있었다. 

 

5.2.2. 사용자 평가 1차의 인터뷰 및 설문조사 설계 

아이디어 발상 툴킷의 효용성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다.  

 
요소 내용 

목적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툴킷의 사용성 및 개선사항 도출 

대상  21세-40세의 디자인전공 학부생 및 

UX/Service 디자인 연구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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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 5월 25일- 27일  

장소 서울대학교 49동 107호, UX실 

 

설문조사 

(7점 척도) 

- 아이디어 발상 워크샵의 도움의 정도 

- 영감을 받는 요소의 우선순위 

- 오감을 활용한 발상의 차이점 

- 제시한 발상법들의 이해도 및 적용의 정도 

- 가장 도움이 된 발상법 

 

인터뷰 

- 기존 자신의 발상법과 차이점 

- 제시한 툴킷의 단점 및 장점 

- 제시한 툴킷의 개선방향 

- 워크샵 진행 방식에 대한 의견  

 

[표 10] 사용자 평가 1차의 인터뷰 및 설문조사 정보 

 

5.2.3. 설문조사 결과 

아이디어 발상 워크샵을 수행한 참가자들은 제시한 툴킷을 

사용하여 도구의 효율, 이해, 차이점등을 묻는 정량적인 조사항목에 

대하여 답변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도출 할 수 있었다.  

 

1) 환경 및 사용자 중심 발상법  

[표11]와 같이 환경 및 사용자 중심 발상법의 아이디어 도출의 

도움의 정도는 평균 3.5점으로 평균적인 점수에 있었으며, 사용성의 

어려움 정도 또한 같은 점수를 받았다. 위 발상법의 간단한 사용 후기를 

종합해 보면, 각 카테고리 별 키워드들의 나열을 통해 영감을 받기 

용이하며, 처음 브레인스토밍 즉, 개괄 시에 많은 도움이 되며 

익숙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거시적 접근 발상법 결과 점수 1 2 3 4 5 6 7 

아이디어 도출 도움 정도 

(평균: 3.5점) 

인원 - 4 3 2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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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성의 어려움 정도  

(평균: 3.5점) 

인원 - 4 3 2 4 - - 

 

[표11] 환경 및 사용자 중심 발상법 설문조사 결과 

 

 

[그림 21] 환경 및 사용자 중심 발상 워크시트 결과물 

 

2) 오감 중심 발상법  

오감 중심 발상법은 3가지 발상법 중 가장 높은 점수인 4.7점을 

아이디어 도출성에서 받았으며, 어려움 정도는 앞선 단계의 발상법 

보다는 조금 어렵다는 평균 3.8점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오감 중심의 발상의 아이디어 제안은 막연한 주제를 구체화 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으며, 여러 각도에서 체감적인 생각을 해 볼 

수 있어 접근을 용이하게 했다는 평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오감이 

아이디어 발상 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감각 별로 떠올리려 

노력했던 결과 더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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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오감 중심 발상법 발상 워크시트 결과물 

 

감각은 개인의 경험과 연결된 부분으로 워크샵 참여자들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생각을 하여 다소 미시적으로 접근 할 수 

있으나, 구체화된 사고를 바탕을 다양한 각도에서 아이디어를 창출 할 

수 있어 인간 중심적으로 아이디어를 도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오감 중심 발상법 결과 점수 1 2 3 4 5 6 7 

아이디어 도출 도움 정도 

(평균: 4.7점) 

인원 - - 4 2 2 4 1 

사용성의 어려움 정도  

(평균: 3.8점) 

인원 1 1 4 2 4 1 - 

 

[표 12] 오감 중심 발상법 설문조사 결과 

 

3) 스캠퍼의 발상법 재구성 

스캠퍼의 발상법을 재구성한 설문의 결과로 색다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으로 아이디어 도출의 정도는 평균 

3.8점을 받았고, 다른 발상법에 비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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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퍼 발상 재구성 결과 점수 1 2 3 4 5 6 7 

아이디어 도출 도움 정도  

(평균: 3.8점) 

인원 1 1 3 5 2 - 1 

사용성의 어려움 정도  

(평균: 4.9점) 

인원 - - 1 4 3 5 - 

발상법 적용의 정도  

(평균: 3.8점) 

인원 - 2 3 4 3 1 - 

  
[표 13] 스캠퍼의 발상법 재구성 설문조사 결과 

 

 

[그림 23] 스캠퍼의 발상법 재구성 중심 발상법 워크시트 결과물 

 

 

4) 가장 도움이 된 발상법 

오감 중심 발상법은 총 9명의 참여자들이 가장 아이디어를 많이 

발상 할 수 있었던 방법으로 꼽을 수 있었다.   

 
발상법 거시적 발상법 오감중심 발상법 스캠퍼 발상법 재구성  

인원 2 9 1 

 

[표 14] 가장 도움이 된 발상법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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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거시적 발상법은 각 카테고리 별 

키워드들의 나열을 통해 영감을 받기 용이하며, 처음 브레인스토밍 개괄 

시에 많은 도움이 되며 익숙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오감은 새롭고 

신선하며 감각 별로 사고를 해서 생각지 못한 부분을 발견 할 수 있는 

의외성에 만족하였으며, 자신의 경험이나 느낄 수 있었던 경험에 빗대어 

사고를 하여 아이디어 발상과 연상작용을 통해 체감적으로 생각 할 수 

있었다는 답변들을 주로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 스캠퍼의 발상법을 

재구성한 답변은 색 다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으로 자유로움과 제공한 키워드들의 결합이 사고의 폭을 증진 시킬 수 

있다고 답하였다.  

 

5.2.4. 인터뷰 결과  

학부 학생 5명과 전문가 집단 3명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핵심 질문으로는 ① 기존 자신의 발상법과 차이점 ② 제시한 툴킷의 

단점 및 장점 ③ 제시한 툴킷의 개선방향 ④ 워크샵 진행 방식에 대한 

의견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질문 위 발상법을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전개 할 때 장점은? 

 

 

답변 

1) 키워드를 제시되어 그 단어들과 자신의 생각들이 연결되어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었다. 

2) 툴킷에 사전 제시된 자료들의 활용으로 연상 작용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에 접근을 용이하게 했다. 

3) 제시한 발상법에 따라 아이디어를 발상한 결과 평소 생각하지 않은 

부분까지 영역을 확장 할 수 있어 좋았다. 

 

[표 15] 인터뷰 질문 (1)의 답변 

 
질문 위 발상법을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전개 할 때 단점은? 

  

1) 비슷한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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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끼워 맞추는 식에 방법이나 단어를 배치하는 발상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결이 쉽지 않았다. 

3) 주어진 질문 카드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모호하게 설명되어 있어 

갈피를 잡기 어려웠다. 

 

[표 16] 인터뷰 질문 (2)의 답변 

 
질문 위 발상법을 개선방향에 대한 생각은? 

 

 

 

답변 

1) 많은 양의 아이디어가 도출이 되나 활용도 측면이 고려 되었으면 

좋겠다. 

2) 어느 발상 단계에서 아이디어가 도출되고 정리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제시가 있었으면 좋겠다. 

3) 확산적 아이디와 세부적 (수렴적) 아이디어가 필요한지 발상법의 

과정이 명확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표 17] 인터뷰 질문 (3)의 답변 

 

5.2.5. 사용자 평가 1차의 소결 

디자인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바탕으로 아이디어 발상법을 

진행한 워크샵으로 제안한 툴킷을 통해 사용자의 아이디어 발현 시 접근 

방법과 그들의 사고를 시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위 발상법들을 통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발현을 도울 수 있는 

도구로 제품 및 서비스의 새로운 컨셉과 퍼소나 및 시나리오를 발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발점을 찾을 수 있었다. 제안된 

방법론의 검증과 개선사항 도출에 대한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맺을 수 있었다.  

 

1) 환경 및 사용자 중심 발상법은 실제적으로 수행되기에 제한과 

한계가 있다. 

2) 오감 발성의 접근은 다양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생산해 낼 수 있으며 

오감의 자극을 통해 개인의 경험을 잣대로 아이디어를 증폭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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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캠퍼의 재구성 발상법은 사용성을 좀 더 쉽게 하여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4) 제안한 3가지의 발상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렴적 사고를 적절히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발산할 수 있는 포인트와 재미요소를 

통합시켜 툴킷의 본 목적인 아이디어 발상의 유용성과 사용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5.3. 아이디어 발상 및 구체화 디자인툴킷의 컨셉 및 시각화 

워크샵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재미요소 및 쉬운 

접근성을 가진 아이디어 발상 툴킷을 제작하고자 한다. 디자인 컨셉은 

촉각적 요소와 유희성을 기반으로 디지털 및 피지컬 툴킷을 디자인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타트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 및 

제품을 출시 하고자 할 때 초기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 툴킷을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툴킷의 컨텐츠는 

거시적 접근의 키워드 중심 마인드 맵, 오감과 5WH1, 스캠퍼의 재구성 

발상법과 사용자중심의 감성기반 여정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디자인툴킷의 범위는 아이디어 발상을 4가지 방법으로 

제시하며, 각 발상법은 고유한 색상, 시각적 이미지, 형태에 디자인 

컨셉을 부여하고자 한다. 

 

5.3.1. 색상 

스타트업의 신생의 느낌과 창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주요한 

색상으로 영감을 받을 수 있고 역동적인 색상인 노란색을 사용했다. 

노란색의 특징은 친근감을 주는 색으로 편안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 시선을 주목 시키는 장점을 가진 색상이다. 포인트 

색상으로는 핑크, 녹색, 파랑을 사용하였는데 핑크색은 달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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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특징을, 녹색은 안정감과 희망적인 특징을, 파란색은 

이지적이고 온건함 감성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5.3.2. 시각적 이미지 

심플함을 목적으로 Flat Design을 기반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쉽게 접근하며 효율적인 정보전달을 우선순위로 

정하여 오감과 고객 여정, 니즈, 사용방식, 수단, 경험을 나타내는 

시각적 이미지 5개와 감정아이콘은 감정 형용사에서 추출한 기쁨, 

만족, 호기심, 당황, 불만족, 실망을 나타내는 대표 6가지 감정을 

디자인 하였다.  

 

 

 

 

 

[그림 24] 디자인툴킷에 사용된 시각적 이미지 

 

5.3.3. 형태 및 레이아웃  

 총 5장의 A3사이즈로 제작된 디자인툴킷은 가로로 사용되게 

제작되었으며, 시선의 흐름을 위해 화살표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용자가 

디자이너가 의도한 사용 순서에 맞게 사용 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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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툴킷의 형태 및 레이아웃 

 

또한 그리드, 십자형태, 정사각형 도형을 사용하여 퍼즐을 

맞추는 레이아웃을 이용해 아이디어 발상에 시각적 형태적 접근을 

시도했다. 

 

5.3.4. 서비스 컨셉 

 전체적 서비스 컨셉은 시각적, 촉각적 자극을 통한 아이디어 

발현으로 수동적인 사용자들의 디자인툴킷에 접근보다 시트 및 카드를 

자르고 붙이거나, 다른 각도로 돌려가며 사용함에 따라 능동적, 유희적 

사고력을 지향하고 있다. 

 

5.3.5. 브랜딩 

‘CLUE’는 ‘아이디어의 단서를 통해 영감을 받는다’ 라는 

네이밍으로 노란 큐브 형태 안에 스펠링을 하나씩 위치한 스타트업을 

위한 아이디어 발상 툴킷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하였다. 

 

 
 

[그림 26] CLUE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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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UE’는 총 4가지 발상 디자인툴킷 컨텐츠인 ‘THE SCEET 

MAP’, ‘THE FIVE SENSES’, ‘THE CROSS THINKING’, ‘THE 

EMOTIONAL JOURNEY’이며, 로고와 같은 큐브 형태의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 각각의 단어를 한 줄씩 배치하였다.  

 

5.4. 스타트업 중심 아이디어 발상 및 구제화 디자인툴킷 제작 

 4가지 방법론으로 구성된 ‘CLUE’는 ① 사회와 문화, 환경, 경제, 

기술의 키워드 기반의 ‘THE SCEET MAP’, ② 오감과 감성을 기반인 

‘THE FIVE SENSES’, ③ 촉각적 시각적 감각을 사용하여 수평적 

사고를 증진 시키고 다양한 각도에서 아이디어를 결합 하는 ‘THE 

CROSS THINKING’, ④ 디자인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적용하여 생각을 

정리하고 확인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THE EMOTIONAL 

JOURNEY’ 이다.   

 

5.4.1. ‘THE SCEET MAP’  

‘CLUE’의 첫 번째 단계로 사용하는 거시적 관점의 아이디어 

연결법을 마인드 맵 형식으로 접근한 디자인툴킷이다. 사회와 문화, 

환경, 경제, 기술 분야의 연관된 A-Z까지의 각각의 분야 별 키워드들을 

구글 트렌드와 각 분야의 서적에서 핵심어를 알파벳 순서로 A-Z까지 

관련어들을 워크시트에 제시하여 키워드 간의 연결과 연상작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이는 거시적 환경 조사의 시간의 단축과 사용자의 머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관련 어휘들과 연관 지어 지도를 그리듯이 이미지화 하여 

아이디어의 영역을 확장 시키고 생각의 연결 고리를 만드는데 목적을 

둔다.  

 



 

 

59 

 

 

 

[그림 27] THE SCEET MAP의 가이드와 워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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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THE SCEET MAP의 사용 예시 

 

사용 방법은 나열된 사회와 문화, 환경, 경제, 기술 분야의 관련 

키워드 스캐닝을 통해 아이디어를 떠올려 본 후 자신의 아이디어와 연결 

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선택하여 표시를 한다. 디자인툴킷 중앙에 

위치한 곳에 선택한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마인드 맵 형식으로 지도를 

완성하는 방식이다. 

 

5.4.2 ‘THE FIVE SENSES’ 

‘THE FIVE SENSES’는 사용자의 감성적 경험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감각인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을 동원하여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기법으로 육하원칙을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발전 시키는 

방법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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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THE FIVE SENSES의 가이드와 워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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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THE FIVE SENSES의 사용 예시 

 

우선 첫 번째로 목적을 정하여 스타트업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변화를 생각한다. 두 번째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감성적 

경험을 만족과 불만족으로 분류하여 긍정, 부정적 경험을 상기시킨다. 

셋째 시계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시각, 촉각, 청각, 후각을 기반으로 

질문의 답을 기입하는 형식이다. 질문의 구성은 1) WHAT 무엇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2) WHY 왜 실행 시키려 하는가? 3) HOW 어떻게 

발생하게 할 것인가? 4) WHEN WHERE 언제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5) 

INSIGHT 오감을 활용하여 얻은 영감 및 아이디어 키워드를 작성하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5.4.3. ‘THE CROSS THINKING’ 

SCAMPER를 재구성하여 다각적 측면에서의 아이디어 결합 

방식으로 카드를 만지고, 자르고, 붙이는 촉각적 접근과 퍼즐을 맞추는 

듯한 놀이적 접근은 피지컬한 활동에 집중하여 사용자의 사고를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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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다.  

 

 

 

[그림 31] THE CROSS THINKING 의 가이드와 워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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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는 ‘THE CROSS THINKING’의 3 가지 시트 중 첫 

번째 방법인 ‘THE CROSS THINKING1’으로 이전 단계에서 발굴된 

감성적 경험과 오감을 바탕으로 접근하여 도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핵심어와 하위어를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확장 시키는 단계이다.  

 4개의 핵심어이자 각각의 반의어가 십자 모양에 새로운, 유사한, 

제거, 추가로 제시되어 있으며 11 개의 카드로 구성된 특징 단어를 실현 

가능한 하위어인 색상, 의미, 방식, 동작, 가치, 형태와 결합시켜 

새롭거나 유사한 아이디어와 찾거나 추가하거나 제거의 핵심어를 

사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기능 및 방법 등을 간소화 혹은 확장 시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그림 32] THE CROSS THINKING 1의 키워드와 HINT 부분 확대 

 

사용방법은 ① [그림 31]와 같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시트 

상단에 제시된 [그림 32]의 HINT 를 참조하여 하위어들을 대입해 본다.  

② 시트 왼쪽의 11 개의 정사각형의 카드들을 각각의 특성을 지닌 

하위어를 포함 하고 있으며, 이를 오려서 그리드에 포지셔닝 해본다.  

③ [그림 33]처럼 카드 위치에도 방법이 있는데 2 개의 하위어가 같이 

성립되는 경우 ‘새로운’과 ‘제거’ 사이에 카드를 붙이고, 하나의 

상위어만 가능한 아이디어의경우 직선상에 카드가 위치하게 된다. ④ 

핵심어와 하위어를 결합하여 그리드 상의 붙여진 모양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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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와 같이 시트 오른쪽 빈칸에 선택된 하위어를 적고 아이디어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발상의 내용을 기입한다. 

 

 

 
[그림 33] THE CROSS THINKING 1의 크로스 부분 확대 

 

 
 

[그림 34] THE CROSS THINKING 1의 사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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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THE CROSS THINKING 2의 워크시트와 사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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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은 두 번째 단계로 ‘THE CROSS THINKING2’는 

핵심어인 ‘확대 축소, 분리 결합’과 특징 단어는 총 8개로 제안하고 

있다. 특징 단어는 주로 제품의 외관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인 ‘성분, 

길이, 크기, 무게, 세기’와 시간을 반영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빈도, 순서,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단어들을 십자 모양에 배치하여 사전 

단계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시간적 형태적 요소를 고려하여 

아이디어를 발현 시킬 수 있다. 사용 방법은 이전 단계인 ‘THE CROSS 

THINKING1’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한다. 

 

마지막 단계인 [그림 36]은 ‘THE CROSS THINKING3’로 

핵심어는 ‘대체, 유지, 재배치, 반대로’ 로 구성되어 있으며, 11개의 

특징을 가진 명사를 가지고 있다. 2번째 단계에서 정리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원인, 결과, 상황, 과정, 역할 등의 맥락적 접근과 재료, 배열, 

패턴, 방향, 속도, 동력같이 상태를 나타내는 특징 명사들을 적용하여 

용도, 사용방법, 위치 등을 재정리하여 역 발상을 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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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THE CROSS THINKING 3의 워크시트와 사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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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THE EMOTIONAL JOURNEY’ 

사용자 중심 방법론과 고객여정지도의 방식을 감각과 감성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사용자의 습관과 행동적 경험을 오감을 단서로 

복합적 사고를 증진 시켜 아이디어를 정리 할 수 있는 방식을 지닌 

도구이다.  

 

 

[그림 37] THE EMOTIONAL JOURNEY의 가이드와 워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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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의 마지막 단계인 ‘THE EMOTIONAL JOURNEY’는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와 도구에 기반하여 사용자의 니즈와 행동 등을 

연상하여 아이디어와 사용자의 생각을 정리한다. 총 4단계로 첫째, 

대상에서 주요 인터렉션 대상에 체크 한 후, 2) 사용자의 어떠한 경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에 답한다. 3) 제품 서비스에서 개선할 부분을 

아래 보기로 제공해 선택하여 특정 고객의 범위를 선택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 경험 여정을 작성하는데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 전, 

사용 중, 사용 후 의 시점에 따른 변화를 기반으로 인터렉션의 대상을 

적는다. 캐주얼 및 익스트림 유저에 기반에 서로 다른 사용방식을 기입 

후, 그에 기반에 감정과 사용될 감각을 체크한다. 또한 그들의 사용패턴 

및 습관을 바탕으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림 38] THE EMOTIONAL JOURNEY의 사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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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용성 평가 2차 

제품 아이디어 발상의 구체화를 위해 본 툴킷이 스타트업에 

얼마나 유용성 검증을 위해 사용자 테스트를 실시 하였다. 대상은 27-

41세의 ENCORED TECH (스타트업 기업)의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연구원등 총 10명으로 구성하였다. 인코어드 텍크놀러지는 2013년에 

런칭한 스타트업으로 생활 속의 에너지 데이터를 클라우드 빅데이터 

플랫폼과 전기에너지 기술을 통해 혁신적 인터넷 미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그림 39] 사용자 평가 2차 진행 사진 

 
요소 내용 

목적 아이디어를 구체화 및 문제를 발굴을 위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발현 

단계 시 툴킷의 유용성 검증 

집단 2013년에 런칭한 스타트업으로 생활 속의 에너지 데이터를 클라우드 

빅데이터 플랫폼과 전기에너지 기술을 통해 혁신적 인터넷 미터를 

제공하는 서비스 중심 스타트업 

대상 27-41세의 ENCORED TECH 의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연구원등 총 10명  

주제 ENCORED TECH 의 새로운 서비스 및 제품 아이디어 발상 

일시 2016년 6월 7일  장소 ENCORED TECH 사무실 

 

[표 18] 사용자 평가 2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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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FIVE SENSES’의 사용 후기와 설문 결과  

“오감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니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 도출” 

“오감을 사용해 다양성을 증대” 

“촉각 청각에서 생각하지 못한 사용자의 행동이 떠오름” 

“평소에 익숙한 오감기반은 쉽게 아이디어 발상에 접근”  

“ 초점이 잘 맞춰지는 느낌,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킬 수 있다.” 

 

 

[그림 40] THE FIVE SENSES의 사용 결과 

 

 평균 5.4점으로 아이디어 도출 점수가 높았으며, 사용성의 

어려움 정도 또한 평균 1.4점으로 쉽다는 평이 많았다.  

 
THE FIVE SENSES 점수 1 2 3 4 5 6 7 

아이디어 도출 도움 정도 

(평균: 5.4점) 

인원 - 1 - 1 3 4 - 

사용성의 어려움 정도  

(평균: 1.4점) 

인원 1 3 1 - 1 2 - 

  
[표 19] THE FIVE SENSES 사용성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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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CROSS THINKING’의 사용 후기와 설문 결과 

“ 새로운 관점의 단어를 통해 다양한 발상을 시도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단어의 배치 및 퍼즐 식의 접근이 흥미도를 증가” 

“단어의 나열을 보고 재 조합하는 방식이 도움이 많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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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THE CROSS THINKING의 사용 결과 

 

THE CROSS THINKING 점수 1 2 3 4 5 6 7 

아이디어 도출 도움 정도 

(평균: 4.3점) 

인원 - - 2 4 1 2 - 

발상법의 적용의 정도 

(평균: 4.2점) 

인원 - - 2 3 4 - - 

사용성의 어려움 정도  

(평균: 5.1점) 

인원 - - 2 1 1 4 1 

 

[표 20] THE CROSS THINKING의 사용성 설문 결과 

 

 아이디어의 도출의 정도는 평균 4.3점 이였으며, 발상법의 

적용의 정도는 4.2점, 사용의 어려움은 5.1점을 얻었다. 

 

3) ‘THE EMOTIONAL JOURNEY’의 사용후기와 설문 결과  

“ 사용자의 행동 및 상황을 연상시켜 다시 한번 아이디어를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어 효과적이다.” 

“ 고객의 감정과 감각을 고려하여 여정을 접근하니 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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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와 상황을 이해 할 수 있음” 

“ 사용자를 캐쥬얼과 익스트림 유저로 나눠 극단의 사용성을 

비교해 서비스의 기능적 접근을 도와 준다.” 

 

 

[그림 42] THE EMOTIONAL JOURNEY의 사용 결과 

 
THE EMOTIONAL 

JOURNEY 

 

점수 

 

1 

 

2 

 

3 

 

4 

 

5 

 

 

6 

 

7 

아이디어 도출 도움 정도 

(평균: 4.3점) 

인원 - - 3 2 4 - - 

발상법의 적용의 정도 

(평균: 4.2점) 

인원 - - 3 4 2 - - 

사용성의 어려움 정도  

(평균: 5.1점) 

인원 1 3 2 1 1 1 - 

 
[표 21] THE EMOTIONAL JOURNEY의 사용성 설문 결과 

 

평균 4.3점으로 아이디어의 도출의 정도는 앞의 발상법과 같은 

점수 있으며, 발상법의 적용의 정도 또한 4.2점과 사용의 어려움은 

5.1점으로 같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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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사용성 평가 1차와 2차의 결과 비교 

  사용성 평가 1차를 기반으로 디자인툴킷을 발전 시킨 후, 실제 

사용자인 스타트업 구성원들과 사용성 평가 2차를 진행한 결과를 

비교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사용자 평가 1차와 2차의 결과 비교 

 

 사용자 평가 1차의 워크샵에서 얻은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사용자 평가를 통해 스타트업을 위한 아이디어 발상 및 구체화 디자인 

툴킷의 사용성을 비교한 결과, 파일럿 테스트 시 ‘THE FIVE 

SENSES’의 아이디어의 도출의 도움 정도가 69.2%에서 개선 후 

88.9%로 향상 되었으며, 사용의 어려움은 53.8%에서 33.3%로 

하락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THE CROSS 

THINKING’은 파일럿 테스트 시에 아이디어의 도출 정도가 66.7%에서 

77.8%로 증가되었으며, 어려움의 정도는 92.8%에서 77.8%로 

감소되었고, 위 발상법의 적용률은 61.5%에서 77.8%으로 적용률이 

향상되었다. 사용성 평가1 통해 얻은 개선방안을 통해 발전시킨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발상 및 구체화 디자인툴킷은 사용자 평가 

2차에서 유용성, 사용성 정도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6. 결론 

 

 6.1. 결과의 요약 

 6.2. 연구의 의의 

 6.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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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결과의 요약  

기존 디자인툴킷은 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 단체까지 문제의 

해결책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유용성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왔다.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간접적인 가이드를 통해 접근을 하는 일반적 

디자인툴킷과는 다르게 스타트업의 특성에 맞춰 아이디어 전쟁 속에서 

양적 및 질적 수준이 높은 아이디어와 이를 구체화하는 목적으로 

디자인툴킷 연구를 진행하였다.  

‘CLUE’는 스타트업을 위한 아이디어 발상 및 구체화 

디자인툴킷으로 문제의 해결책의 실마리를 제공 한다는 뜻을 가진다. 

단서의 실마리를 첫째, ‘THE SCEET MAP’으로 사회와 문화, 환경, 

경제, 기술을 바탕으로 거시적인 접근을 키워드를 통한 시각적 아이디어 

지도로 접근성을 향상 시킨다. 둘째, ‘THE FIVE SENSES’는 인간의 

본능적인 감각인 오감의 자극과 감성적 경험을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전개 시키는 방법으로 아이디어의 의외성을 얻을 수 있다. 셋째, ‘THE 

CROSS THINKING’은 특성을 지닌 어휘들 간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의 아이디어 확장과 수평적 사고를 도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정기반으로 사용자의 행동, 니즈, 패턴 등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도구인 ‘THE EMOTIONAL JOURNEY’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6.2. 연구의 의의  

감성과 감각 사용자경험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의 서비스 및 

제품의 아이디어 발상 및 구체화를 위해 맞춤화된 디자인툴킷인 

‘CLUE’는 영감을 얻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영적 접근 보다 

사용자 경험과 서비스디자인 측면에서 사용자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들의 

일상적 패턴의 분석을 통해 스타트업이 갈망하는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도출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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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아이디어 지도의 시각화, 오감과 감성적 

경험, 특성어휘와의 결합, 사용자의 프로세스 정리는 추후 스타트업의 

각박하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가이드로 활용되길 바란다. 또한 ‘CLUE’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제안하여 

다양한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 접근성과 사용성을 확장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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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Toolkit for Idea Generation and Development  

 

Ji In Sun 

Industrial Design, College of Fine Art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reative thinking and problem-solving are fundamental parts of the 

design and Startup process to turn ideas into innovation and break the 

barriers against creativity. However, it can often be difficult to come up with 

new and innovative ideas when people are trying to develop or improve a 

product and service. To solve this problem, this research suggests design 

toolkit, ‘CLUE’, for generating and developing ideas focused on service 

based startup with emotional and sensory approach.  

‘CLUE’ provides four thinking methods with guides and worksheets 

that helps those who come up untypical solutions to problems. The first 

thinking method is called ‘THE SCEET MAP’ that is a visual representation 

of hierarchical information by mapping given keywords based on Society and 

Culture, Environment, Economy, and Technology.  

The second ‘THE FIVE SENSES’ is a method to develop ideas based 

on users’ emotional experiences with 5W1H. Answering the 5W1H 

questions related to five senses expands the scope of users thinking.  

‘THE CROSS THINKING’ is like creative vocabulary puzzle and 

reorganizing brainstorming technique for new products and services by 

cutting and putting a set of vocabulary puzzle together. It encourages users 

to think about how they could improve existing ideas in a short time. 

 The final step is ‘THE EMOTIONAL JOURNEY’ to summariz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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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ideas and thoughts by checking and filling the emotional journey 

map. This technique is based on service design process and methods, 

typically inspired by persona and customer journey map, but focused more 

on the users’ behaviors and patterns including their emotions and five 

senses.  

 Therefore, when people needs fresh ideas and inspirations about 

their product and service, ‘CLUE’ gives more chances to generate and 

improve ideas for a brief moment focused on emotional experiences. It also 

expects young entrepreneurs to motivate by using the design toolkit, ‘CLUE.’  

 

Keywords : Idea Generation, Startup, Design Toolkit, Service Design 

Student Number : 2014-2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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