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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가를 위한 디자인접근법 
Design Thinking for Social Entrepreneur



디자인은 단순히 어떻게 보이고 느껴지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Design is not just what it looks like and feels like. 

Design is how it works.

- 스티브 잡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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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이전의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경험해 왔

습니다. 2차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식량과 물질적 풍요를 제공해 왔

으며 30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러한 풍요를 담보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

치적 제도와 문화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탐색해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만 해도 인류의 집단지성이 인류에게 더 나은 삶과 공동체를 제공하는 제도적 

발전과 탐색을 계속해 가리라는 긍정론이 우리 인류를 지배해 왔습니다. 60년

대서부터 뒤늦게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해서 고도성장을 누려온 우리나라는 

이러한 긍정적 사고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하지만 90년대 말에 닥친 외환위기와 그에 따른 사회적 충격은 이러한 믿음

에 커다른 의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장기 침체와 남유럽 국가의 도산

위기, 그리고 2008년에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가 갖고 있던 

현재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와 기

타 영역의 글로벌화, 급격한 인구변화, 지구 종말을 경고하는 기후변화 등이 겹

치면서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사회적 문제에 새로운 사

회적 문제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새로운 소외계층이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노숙자, 탈북민, 노인 빈곤층 등은 우리 앞세

대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적 약자이며 소외계층입니다. 경제의 양극화

와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 속에서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에 지속되어 온 인류의 

집단지성과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옅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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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로서의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지구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체

제와 제도에 대한 탐색이 전 인류적인 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인류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풍요의 증진을 위해 크게 시장과 정부라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 왔습니다. 최근의 사회 양극화와 새로운 소외계층의 양산, 환경

에 대한 위협은 시장경제의 비완결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정부는 늘 비효율성과 

복지의 함정과 같은 한계를 보여 왔습니다. 우리가 굳게 믿었던 두 수단의 장점

은 보존하면서 또한 최근에 노출된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인류가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공유하고 환경과 

다른 인간에 대한 존경심을 지키려는 이 시도는 어쩌면 인류의 진보에 새롭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실험인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투자, 특히 가치 중심으로 살고 싶은 젊

은 이들의 열정은 매우 뜨겁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어떻게 육성되고 경

영되어야 하는지?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나누어져야 하는지? 기존의 시장과 정

부와는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여야 하고 상호보완적으로 정립되어 고질적인 사

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전통기업과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하기에는 그 역사가 너

무 일천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과 증거가 축적되어야만 사회적 

기업이 정말 인류에게 의미있는 탐색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인류의 공

동선과 집단지성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긍정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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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KAIST 경영대학의 ‘SK사회적기업가센터’는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

해 대답하는 지적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모델 지식총서> 

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1차 발간에는 『사회적경제 전망과 가능성』, 『소셜이슈 

분석과 기회탐색』, 『사회적기업가를 위한 디자인 접근법 Design Thinkin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KAIST 경영대학에서 실험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 MBA 

과정의 교육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혁신기업가의 경영이슈

와 자질, 사회적 경제 전반에 관한 탐색이 이 분야의 파이오니어들에 의해 논의

되고 탐색된 이 총서가 인류가 당면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에 더 

많은 사람들, 특히 가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SK SE센터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혁신 기업가들에 대한 파이

오니어들의 Thought Leadership이 널리 전파되도록 열심히 지원할 예정입니

다. 독자들도 이 총서를 통해 선구자적인 탐색을 하고 있는 저자들의 지적 노력

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총서를 기쁜 마음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카이스트 SK사회적기업가센터장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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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비즈니스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역량을 제공한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한다.

진정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콜라병, 그 이후에 삶이 있다면?



고객의 니즈(Needs) 파악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사회적 기업가Social Entrepreneur와 

디자인 접근법Design Thinking

제1장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자본주의 시장체제가 소비자 주도의 사회로 바뀌면서 공급자와 

효율성 위주의 사고보다는 사용자와 감성 중심의 질적 사고로, 기술보다는 인간 중심의 사

고로 변환되어야 한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가에게 

사용자의 마음을 읽어내는 디자인접근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디자인 접근법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창의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사고방식이다. 보유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

고 고객을 발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제안하여 사

용자와 이해관계자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목표(GOALS)

이익을 추구하는 기존의 기업들만 보아도 제품을 만들어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지 알 수 있다.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의도되지 않았었지만 

사용자의 마음을 읽어내고 이를 구현하는 디자인 접근법(Design Thinking)이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디자인 접근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사회적 기업가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이해한다. 

결과물(OUTPUT)

디자인 접근법을 통한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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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기업가(Social Entrepreneur)

 

사회적 기업가란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기

업 육성법에서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비영리 단체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수입 창출 등의 영업 활동을 하는 

모든 조직의 기업가를 말한다. 

  기존의 기업은 비용을 지급할 용의가 있으면서, 높은 구매력을 가진 사용

자를 대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생산하여 왔다. 저소득 시장 사용

자를 위한 기존 기업의 노력은 그리 많지 않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판매

는 주로 정부나 공공부문의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나마 저소득 시장 

사용자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일부 낮추면서 가격

을 할인하는 방식에 불과했다.

  공유�동반성장의 자본주의 4.0에서 실질적 공유가치를 실현하자는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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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5.0의 공유가치창출CSV시대로 접어들면서 세계는 상위 10%가 아닌 나머지 

90%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소외되었던 

이들의 니즈Needs를 인식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고 고용을 창출한

다. 고용을 통하여 이들이 소비주체로서 소비 활동을 수행함과 더불어 인식과 

역량을 변화시켜 스스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사

회적 기업은 이런 선순환 구조를 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식

변화

고용

창출

소비

활성화

가난

근절

스스로

기여

[그림 1] 사회적 기업가의 중요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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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 접근법(Design Thinking)

 

디자인 접근법Design Thinking이란 인간중심의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생각으로 문

제에 접근하여 혁신을 가속하는 방식이다. 공감능력과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하버드비즈니스 리뷰》

에서는 “인간중심의 접근 방법을 통해 겉으로 드러난 요구뿐만이 아니라 숨겨

진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하였다. 

  인간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겉으로 드러난 니즈뿐만 아니라 숨겨진 니즈

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디자인 접근법의 지속적 적용

을 통하여 조직 구성원 내 디자인 접근법이 체화되면 고객 및 이해관계자에 대

한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에 기초한 공감능력이 향상된다. 체화된 습관적인 행

동은 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뇌의 부담을 덜어주며 더 빠른 사고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사업 선정

이해관계자

관찰, 공감

콘셉트 결정

콘셉트 결정

이해관계자

설득 후 판매

사업화

기존 방식

디자인 접근법 접근 방식

[그림 2] 콘셉트 결정방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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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디자인 접근법의 프로세스(팀 브라운)

출처: Dong-A Business Review, 2008 Jun, vol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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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디자인 3.0과 4.0시대

디자인의 어원은 “계획을 기호로 나타낸다.”를 뜻하는 라틴어의 Designare 

(데시그나레)에서 비롯되었다. 디자인이란 어떤 목적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문

제해결을 위한 생각, 개념을 잘 맞추고 그것을 가시적, 촉각적 매체로 표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두산백과사전』). 

최근 개인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사회현상과 해결

하여야 할 문제가 매우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논리적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 우리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혁신 등의 변화

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찾

으려고 노력을 해도 찾기 쉽지 않을 만큼 소비자의 니즈Needs는 다양해지고 있

다. 이제는 진정으로 인간의 감정과 입장을 공감하는 경험적 모델과 상황에 대

한 문제인식, 그리고 참신한 접근을 통한 탐색에 주력하여야 한다. 

‘디자인 접근법Design Thinking’이란 단지 외형을 만드는 미학적 접근방식이 아니

라 인간의 필요에 공감하고, 대중의 잠재 욕구를 발굴한 뒤 이를 디자인에 적

용해 대중에게 좀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통합적 디자인 접근 방식이다.

전통적인 디자인이 사물의 형태를 규정한다면, 새로운 디자인은 의사결정의 형

태를 규정한다.   - 마르코 스타인버그 핀란드 시트라(Sitra) 전략디자인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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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디자인에 대한 시대적 인식 변화

출처 : MY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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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기업가(Social Entrepreneur)와 디자인 접근법 

(Design Thinking)

기존의 기업과 달리 사회적 기업은 기업과 고객 둘만의 관계가 아닌 소외되

었던 사회적 약자가 추가된다. 영리기업이나 복지기관의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

운 사용자와 이해관계자를 이해하고 기업의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여

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 기업의 경우 서비스 대가의 지불

자와 서비스 수혜자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사고와 창의적 접근방식이 요구

된다. 미국의 벤처기업 중 창업 후 5년간 생존한 기업의 절반이 혁신적인 아이

디어에서 시작했듯이(2011년 카우프만재단조사) 디자인 접근법을 통한 새로운 

접근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의 창업에 매우 중

사회적

기업가

혁신

(지속가능경영)

현상 이면의 

Deeper 

Problem 중시

Solution이 아닌

Needs에 Focus

Design Thinking

Iterative 프로세스 

통한 BM Refining

소비자 Needs의 표면적 분석이 아닌 

이면에 존재하는 근본적 이슈에 주목

함으로써, 장기적 성장기회 포착

구체적인 BM의 Feature 설계에 앞서,

소비자의 Needs 파악을 우선시

End User의 Needs를 반영한 BM 

Concept 도출을 위해 Refine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 수행

Prototyping을 통해 BM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소비자의 Needs를 반영, 

수정하는 절차를 반복적으로 수행

[그림 5] 사회적 기업가와 디자인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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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방식이다.

사용자 니즈를 파악하는 디자인 접근 방식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

는 데 아주 유용하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역량과 외부환경 그리고 사용자와 이해관계자의 

니즈Needs가 적절히 합치되고 조화될 때 지속가능 하다. 사용자와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회적 기업은 일시적일 뿐이며 지속가능 하기

어렵다. 사회적 기업으로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이해관계

자의 진정한 니즈를 발견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경제학자인 슘페터는 기업가를 움직이는 동기를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조

하는 기쁨’, ‘정복자로서의 의지’,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자 하는 꿈’의 세 

가지로 보았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다수의 사람에게 개인의 경제적인 풍요와 

이윤 추구는 부수적일 뿐이며 이들이 추구하는 이상 속에는 사회적 기업이 무

한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동기가 내재하여 있다. 사회적 기업가로서 

역량을 키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어 보자.

일상적으로 보는 지하철 노선도가 색각이상자나 고령자에게 어떻게 보일

까? 그들의 입장에서 고민해보지 않았다면  흑백으로 비슷하게 보여 혼란이 온

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디자인 접근법은 진정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

들의 입장에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이해하여 세상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변

화를 시도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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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현행 지하철노선도(위)와 개선한 지하철노선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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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신의 혁신을 돕는 책

아이디어는 단순히 머릿속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드러내놓고 공감하고 문

제점을 찾는 과정을 통해 표면화할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이 직접 필요하여서 제

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사용해가는 혁신적인 기업일 경우 실제 투자성과가 높

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 창업기업

[그림 7] 사회적 기업가의 혁신과정 및 필요요소 

소비자와

이해관계자의 니즈(NEEDS)

문제인식

솔루션(Solution)

혁신

IDEA

사회적 기업가 역량 외부환경지속성

적합성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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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0.7%(Kauffman Survey, 2012)는 사용자가 직접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창

업한 기업이다. 최근 산업 전반에 있어 실질적인 사용자의 니즈가 중요시되고 

있다. 혁신은 기술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창업자가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

이다. 어떤 방법론도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사용자에 기초한 창의적인 접

근방법을 생활 속에 녹여냄으로써 성공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기존의 사업이 가장 좋은 하나의 방법을 증명하며 성공에 다가갔다면 현재

는 복잡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실험과 반복수정을 함으로써 나은 결과를 찾

아간다.

디자인 접근법Design Thinking은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고객을 찾아가는 기존

의 방식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성공확률을 높여준다. 창업자 육성으로 유명한 미국 스탠퍼드대에서도 

디자인 접근법을 사용하여 많은 성과를 끌어내고 있다.

아쇼카 재단의 설립자인 빌 드레이튼은 사회적 기업가를 “물고기를 주거나, 

어떻게 물고기를 잡느냐를 가르치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업을 발전시킬 

때까지 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사회적 기업가는 사업을 시작한 후에도 

문제점을 찾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언제든지 사용자의 관점에서 부족한 부

분을 살펴볼 수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포용력을 지녀야 한다. 프로세스의 반복 

과정을 거쳐 끊임없이 혁신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주)노리단은 창의교육, MICE, 디자인, 융복합 문화예술콘텐츠 등 다양한 사업 

영역을 통합적으로 디자인하고 실행하는 ‘문화예술 창의 기업’이다. 

디자인 접근법을 기반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역과 커뮤니티를 만나며 사람과 

콘텐츠, 지역을 연결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와 기능을 창출, 개인과 사회에 이로운 

환경을 구축한다. 사회 혁신의 가치가 시민들 개개인의 가치 있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노리단의 기업 사명이다. 

Rediscovery the value changes our lives. 

Connecting Youth, Community and the World through the Arts and Culture. 







디자인 접근법Design Thinking을 

위한 사전준비

제2장

제품과 서비스, 사용자와 이해관계자의 경험이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다학제적인 팀 구성

이 필요해졌다. 세계적인 디자인 컨설팅 에이전시이자 디자인 접근법이라는 용어를 최초

로 만들어낸 IDEO의 경우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프로젝트팀을 구성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팀의 활동을 통해 공감하고 협업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미 팀

이 구성된 경우에도 다음 과정의 진행을 통해 서로의 희망, 가치 등을 찾아 공통된 지향

점을 만들어 낸다. 



목표(GOALS)

각기 다른 시각으로부터 다양한 관점을 끌어낼 수 있는 팀을 구성한다. 사회적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은 사용자의 욕구를 고려하기 어려워 시장에

서 사용자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 구성원들과 사회적 혁신에 뜻을 함께하면서도 기업

으로서의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함께 나아갈 방향을 구축해나간다. 사

전조사를 통해 트렌드 변화를 감지하고 팀원들과 함께 기회 영역을 탐색하여 혁신적

인 문제로 재구성한다. 

결과물(OUTPUT)

•  서로에 대해 친근함을 느끼고 끼와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도전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와 공감대

•  각기 비슷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는지, 업체동향은 어떤지 등 진행 방향의 

토대가 되는 다양한 사전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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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빌딩이란 하나의 팀이 서로 함께 일하는 과정을 배워가고, 팀 구성원들이 

좀 더 큰 공헌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들

이는 노력Arnold Bateman을 말한다.

서로의 장점을 강화해주고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도록 다른 전공이나 관심

사를 가진 다양한 팀원으로 구성하면 좋다. 평소 네트워킹을 통해 지속적으로 

훌륭한 팀원을 탐색하고 학교나 단체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팀을 구성해 보자. 

사회적 기업가는 개인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회와 소통할 수 있

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사용자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

션을 하고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갈 팀을 구성함으로써 서로의 가치를 존

중하고 열정을 나누어간다.

STEP. 1

팀 빌딩(Team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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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팀 구성을 위한 제안

개개인이 가진 역량과 아이디어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서 최

선의 팀을 선택하여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공통

된 관심사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팀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매력적인 제안을 시도해 본다. 상대방의 제안을 비판하지 말고 “더 좋은 해결책

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에 함께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야 한다.

창의성과 혁신성의 증진을 위해 구성원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 본다. 

1.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아는가?

2. 원하는 것에 따르는 대가를 치를 용의가 있는가?

3. 창의성이 향상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는가?

4. 올바른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5. 인지양식을 잘 파악하고 활용할 줄 아는가? 

6.  적절한 자원이 확보되어 있는가?

『좋은 제품이란 무엇인가』, 제임스 L. 애덤스, 파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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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얼굴 그려보기

먼저 빈 종이와 색연필, 사인펜 등을 준비한다. 팀원은 자신을 제외한 팀원

들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아이스브레이킹의 한 방법으로 긴장감을 풀고 서로에

게 다가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Tip.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리든지 개성을 존중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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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팀원 특징 적어보기

협동적인 팀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다. 5~10가지의 질문을 하고 내용을 포스트잇에 적어보자. 다른 팀원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작성한다.  

기본적인 질문으로 가볍게 서로를 알아간 후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

는 무엇인지, 도전이나 의욕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방해물을 피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함으로써 앞으로 부딪힐 상황에 

대해 예측해보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Tip.  팀원으로부터 폭넓은 시야와 다양한 관점을 유도할 수 있는 특징을 

파악한다(심리 관련 전공자가 참여한 팀은 자신감 배양 등 팀원의 

결속력에 도움이 되었다).



제2장 디자인 접근법Design Thinking을 위한 사전준비  |  39

4) 팀장, 팀명 정하기

팀장과 팀명은 비전을 가장 잘 제시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팀장은 팀

을 대표하며 팀원들의 임무를 나누고, 프로세스가 지체될 때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 또한 팀원들이 구축해 나갈 방향을 제시해줌으로써 동기부여를 해

주고 열정을 심어줄 수 있다. 격식을 차려야 할 때도 있고 격식에 얽매이지 않

아야 할 때도 있다. 사회단체나 학생공동체와 같이 조금 더 편안한 상황의 경

우 리더십은 유기적으로 드러난다. 개개인의 생각 혹은 비전 등을 최대한 설명

하고 설명자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구성원의 자발적 노력을 끌어낼 수 있는 팀

장을 선발한다. 

[그림 8] 팀워크 중요 요소의 변화 

과거 현재

명령과 통제

(Command & Control)

리더의 힘과 영향력 중요

임파워먼트와 참여

(Empowerment &

Participation)

구성원의 자발적 노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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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본 원칙(Ground Rule) 정하기

창의성을 돕는 환경을 조성하고 비용, 조사방법 등에 대한 견해차에 대한 

존중이 가능하도록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한다. 강압적인 규칙보다는 

모두가 즐겁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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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대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팀원의 열정에 불을 붙여줄 수 있는 주제를 찾는 시간이다. 주제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 더 큰 시너지를 얻어 진행에 가속도를 얻을 수 있

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이유에 관해 이야기해보고 그 문제에 대해 얼마만

큼의 열정을 가졌는지 살펴보자. 너무 광범위하거나 너무 좁으면 좋은 결과물

을 기대하기 어렵다. 단순한 결과물output이나 단기적인 성과outcome를 넘어 지속가

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결과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또는 ‘내 고향의 발전을 돕는 홍보채널을 개

발하겠다.’ 등 구체적으로 이번 프로젝트로부터 기대하는 바를 이야기해본다.

또한 사회적 기업가로서 가져야 할 문제의식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서로가 

가진 문제의식과 진정성을 강화한다.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사항을 이야기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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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사회적 기업의 영역 

출처: 성남시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사회적 기업 영역

사회적 가치 창출 경제적 가치 창출

전통적

비영리 기관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
사회적 책임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전통적 기업

다. 프로젝트의 목적, 주제, 범위, 방향성에 대하여 팀원들이 공통된 정의를 내

림으로써 나머지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혼동을 예방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본다. 함께 프로젝

트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고민함으로써 팀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부족한 부

분을 파악한다.  

공부의 신을 창업한 강성태 대표는 ‘공부를 신나게’라는 동아리 활동을 하

면서 빈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멘토를 한 명씩 만들어주자는 

꿈을 키워왔다고 한다. 이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까지 진출하는 성

과를 이루고 있다. 공신닷컴은 강의를 1명이 수강하면 1명의 저소득층 학생이 

1년간 무료로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공부와 기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

을 운영 중이다.

 Tip.  프로젝트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한다.  

아이디어 및 콘셉트 도출 수준인가? 

시제품까지인가? 

실제 런칭할 것인가?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이 목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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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어떻게 접근할지 여러 가지 영감을 모아 전체 단계에 대한 준비 단

계로 전반적인 과정의 흐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요구된다. 어떤 시점에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에 대한 토론을 팀원의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펼

쳐본다. 

누구나 당신과 같은 경험과 배경을 갖고 있지 않다. 공동연구는 주고받는 것

이 기본이 되어야 하므로 아낌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자.

평소에 염두에 두었던 서비스, 개발하고 싶었던 제품, 누군가 만들어 주었

으면 하고 기대했던 것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다. 기존의 

지식을 정리한다면 모르는 것을 위주로 계획할 수 있어 시간 절약이 가능하다.

STEP. 2

계획하기



44  |  사회적기업가를 위한 디자인접근법

1) 주제범위 정하기(Rope of Scope)

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 주제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모두가 흥미 있고 

재미있게 느끼는 주제를 선택한다.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주제가 필요하다. 

너무 광범위하거나 너무 구체적인 주제를 선택할 경우 아이디어의 결과를 

끌어내기 어렵다. 의논을 통해 커다란 주제는 조금 작게, 작은 주제는 조금 크

게 바꿔보자.

프로젝트가 수행되어야 하는 범위는 어느 수준인지 로프를 활용하여 불편

이나 고통이 큰 사항과 상대적으로 덜한 사항을 묶어봄으로써 주제의 범위를 

추려보자.

In.

팀원의 관심이 적은 주제

In.

불편함/고통이 많은 주제

Out.

상대적으로 불편함/

고통이 많은 주제

Out.

상대적으로 불편함/

고통이 많은 주제

[그림 10] 로프를 활용한 범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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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향 수립하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하여 방향을 수립한다(아래는 예시적인 질문이므로 

더 많은 질문을 생각하여본다).  

•  혁신요소는 무엇인가? •  누가 가장 많은 이득을 얻는가?

•  돈을 지급하는 사람은? •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가?

•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  사업의 중요한 사용자와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파트너십은 얼마나 구축되었으며 앞으로 더 

필요한 파트너는 누구인가?

•  당신 사업의 지배구조는 어떠하며 영리/비영리/혼합 방식 중 어떠한 방향

성을 지니고 있는가?

•  팀의 역량은 무엇이며 리더를 어떻게 보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가?

•  추가로 필요한 인적 자원(역량)은 무엇이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팀이 사업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시간은 3, 6, 12개월 단위로 얼마 정도인가?

•  팀 리더가 이 사업에 완전히 몰입하여 앞으로 진행될 모든 단계에 열정적

으로 참여함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중요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1년 이내)

 Tip.  정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방향을 참고한다. 

1.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기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동시추구 

2. 유사 사업 간 행정·지원체계의 기능적 연계 및 부처 협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 도모 

3.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및 관련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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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과 역할 계획 

프로젝트에서 수행할 각자의 역할을 정한다. 각자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 이

야기하고 어떻게 역할을 나누면 좋을지 정한다. 가용한 자원(시간, 인력, 비용)

을 파악하여 실현 가능한 타임 스케줄을 계획한다.

예비 사회적 기업의 경우 3개월간의 활동실적을, 사회적 기업의 경우 6개월

간의 활동실적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예비)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준비기간을 가지도록 한다. 확산적 사고Diffuse Think-

ing와 수렴적 사고Convergence Thinking를 반복할 수 있는 프레임을 짠다.

팀원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이해관계자도 생각하여 언제 누구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해야 할지 계획해본다. 인터뷰를 할 것인지 쉐도잉(3장 참고)

을 할 것인지 전문가 인터뷰를 할 것인지 등의 역할을 계획해본다. 그리고 그들

이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본다. 이들의 참여를 유

도하는 것은 마른 펌프에 마중물을 부어 물을 돌게 하는 것과 같이 중요하다.

이해관계자가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도움을 주면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을까?” 등 이해관계자의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고려해본다.

 Tip.  전체를 이끌어갈 팀장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파트별로 

진행자를 정하면 팀원의 참여도를 높이고 각 파트별로 더욱 충실한 

준비가 가능하다. 또한 각자가 리더 역할을 해봄으로써 서로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더 좋은 팀워크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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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작회의(Kick off meeting)

시작회의를 통해서 프로젝트*의 방향에 대한 점검을 수행한다. 시작회의에

서 구성원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상호 간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전체 일

정과 기대되는 최종결과물에 대해 의논하는 시간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

안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한다.

단지 사회공헌을 활발히 한다고 해서 사회적 기업은 아니다. 사회공헌활동

을 하는 일반기업의 설립목적이 주주나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이윤의 극대화

일 때 사회공헌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

기 때문이다. 사회적 목적 실현이 기업 활동의 본질이 될 수 있는 최종결과물

을 구상해본다.

시작회의 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초대 대상의 신중한 선정

•  프로젝트 소유자와 리더

•  내부/ 외부전문가

•  실무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진행계획

•  효과적인 아이스브레이킹

•  충실한 내용발표

•  자연스러운 진행과정 설계

•  실력 있는 프로젝트 추진 멤버 소개

* 본 페이지에서는 프로젝트로 서술하고있으나 (예비)사회적기업 준비 혹은 혹은 기존 사업의 새로운 혁

신 방안 모색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나 리서치를 위해서 본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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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논의 주제 준비

•  Why : 프로젝트의 진행목적

•  What : 프로젝트의 산출 예정물

•  How : 접근방법과 협업방법

•  When : 진행 및 보고 일정

•  Who : 프로젝트 추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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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조사된 리서치 자료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다. 문제를 더 깊

게 이해하도록 초점을 맞춘다. 예상치 못한 문제를 파악하고 잠재된 수요와 기

회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 및 리서치 기관의 조사자료, 기존 사례, 산업 및 사회 트렌드, 웹, 신문, 

잡지, 논문, 책 등을 통해 관련 자료와 현상 등을 조사 프로젝트 전 기간에 걸

쳐 지속적으로 활용한다. 다음은 기초자료조사 시 고려할 사항을 열거(예시)하

고 있다. 주제와 관련된 항목들을 추가로 작성한다. 

•  어떤 종류의 정보를 찾기 원하는가?

   사업, 제품, 문화, 인구통계 등

•  정보를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

   새로운 관점 확보, 정보 간 차이 보완 등

•  조사의 조건은 무엇인가?

STEP. 3

기초자료조사(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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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조건, 산업의 특이용어 등

•  조사 수행으로 한계가 있는 점은 없는가?

   돈, 시간, 정보의 신뢰성 등

•  프로젝트의 주제와 관련된 주요 이슈와 트렌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사회적 경제 기본법,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국내외 경쟁 상품이나 서비스는 존재하는가? 

   특허권, 유사기업의 사례, 실패 사례 등

•  어떤 사람들이 타깃 고객으로 언급되고 있는가? 

   저소득층,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 가정 등

•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 혹은 단체 등은 없는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복지관 등

•  환경 제약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지역 간 거리, 취약계층 밀집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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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접근방식

다음과 같은 접근 방법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연관 검색어 

추출해 다양하게 검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1) 1단계 : 광범위한 접근

•  국내외 주요 비즈니스 전문지, 경제 주간지 등을 선정해 검색 키워드 입

력을 통해 자료 수집

•  SNS, 네이버/구글 트렌드 빈도수 분석을 통해 검색 추이를 확인한 후 검

색어가 글로벌한 이슈인지 확인

(2) 2단계 : 새로운 관점의 접근

각 이슈에 대한 이머징emerging한 현상이나 미래 콘셉트의 이미지를 그려보고 

싶으면 주요 트렌드 기관에 들어가 해당 키워드 검색

(3) 3단계 : 전문적인 접근

•  관련 사업의 전문 연구기관, 전문 블로거, 주요 통계 사이트에 들어가 객

관적이고 깊이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통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검색어를 적어두고 다시 구글링을 해보는 방식

•  전문적 텍스트 자료에서 알 수 없거나 해당 업계 사람만 알 수 있는 지식 

및 현업 이슈는 인터뷰를 통해 수집

3단계의 스캐닝에서 기사, 전문자료 등에 나타난 관련 연관 검색어를 추출

해 다양하게 검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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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조사

문헌 조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에 의존해 자료를 조사한다. 온라

인상의 자료들은 빠르고 강력하기는 하지만 도서관을 이용하면 찾아야 할 자료

의 방향성을 찾기가 쉬우며 책, 신문, 잡지, 전문서적 등 인터넷상에서 공유할 

수 없는 자료들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교나 소속기관을 활용하여 비

공개 리서치 포탈이나 학술논문 등을 찾아봄으로써 일반인들이 쉽게 얻지 못

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관련된 여러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 나가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 실천을 위한 식견을 넓혀나간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인구통

계학적 정보를 활용한다. 인구통계학에는 나이, 성별, 성적 성향, 수입, 교육 등

을 기본으로 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정보는 이차적 리서치 자

료로 활용하며 사용자를 규정하기 위하여 다른 조사보다 선행하여 진행한다.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사람들의 집단을 광범위하게 일반화하여 개인이 가진 

특성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활용하여 예측하였을 경우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림 11]은 (주)대지를 위한 바느질에서 결혼식으로 발생하는 탄소문제를 해

결하고자 조사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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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결혼으로 발생되는 탄소처리비용(문헌조사 예시)

출처 : Climate Care, IPCC 2010

결혼식 한 번에 쓰는 양한 사람이 1년에 쓰는 양

30년생 백합나무 4억 5,650만 그루

1년 결혼커플 수 14.5쌍 × 34만 = 493만/1년

탄소처리비용 443억 7,000만 원

CO2

12톤

CO2

14.5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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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limate Care, IPCC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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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연구(Case Study)

유사한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공통으로 필요한 방식을 찾아

내고 사회적 혁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는 데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들을 확인

한다. 주변에서 사례를 찾는 것도, 인터넷이나 기존의 책을 통하여 자료를 찾는 

것도 매우 한정적일 수 있다. 문헌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사례에 대한 탐색과 연

구를  추가로 진행한다. 

사회적 기업의 여부를 떠나서 모든 분야나 부문에서 이루어진 유사한 제품

이나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당신의 솔루션Solution을 받아들일 

얼리어답터는 모든 분야나 부문에서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기준으로 비교

하고 사용할 것이다. 경쟁업체가 될 수도 있고 추후 솔루션을 끌어내는 데 중요

한 틀을 제시해줄 수 있기에 철저한 조사하고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2] 우리에게 친숙한 사회혁신

출처 : 더 나은 세상을 여는 대안경영

여성해방운동

인권(시민권)

주식회사

국제형사 재판소

복인식부기

협동조합

소액대출

소셜미디어

프랜차이즈

사회보장

환경운동

공정무역

보통선거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크라우드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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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Users)와 이해관계자(Stakeholders)

사회적 기업은 대표자나 지분 소유자 위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일반 영리기

업과 다르다.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 서비스 수

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준비 단계부터 이들을 포함한 예상소비자, 제조업자, 마케팅전

문가 등의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사회적 목적과 관련한 이해관

계자들은 추후 아이디어가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을 정하

는 데 도움이 된다.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방법과 그 방법에 해

당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설정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실현이 될 수혜대상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해관계자들을 A기업의 김 모 씨, B복지관의 취약계층 0명 

등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해본다.

한 예로 필리핀 전화영어 서비스로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던 팀의 경우 

수혜대상에 대한 연구를 미처 하지 못했다. 필리핀의 경우 해당 수혜대상이 될 

수 없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른 지역으로 대상을 다시 설

정하고 관련된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유형별 내용 및 수혜대상’을 미리 인지하고 접근한다면 시행

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기업의 대

다수가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지원이 있으므로 각종 법적, 제도적 내용

의 파악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원만을 목적으로 법적, 제도적 충족에만 몰입하

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가 어렵다. 제도 등은 자주 변하므로 사

회적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원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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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해관계자 맵(stakeholder map)

이해관계자 맵은 중심이 되는 핵심인물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 

사용된다. 사용자를 포함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 및 목적과 배경의 확

인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전체 구조를 파악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전체

적인 이해관계자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핵심인물이란, 이익을 보는 사

용자일 수도 있고 손해를 입는 사용자일 수도 있으며 권력을 쥐고 있거나 디자

인 결과물을 고의로 파괴하려는 사람일 수도 있다. 디자인 프로젝트의 시작 시

점에선 핵심인물을 파악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

[표 1] 사회적 기업의 유형별 내용 및 수혜대상

유형 내용 수혜 대상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성매매 피해자,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한 부모자녀, 

가정폭력피해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 피해자, 장기 실직자, 6개월 이내 출소자, 

6개월 이내 소년원퇴원자, 보호 관찰청소년 

사회

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일자리제공형의 취약계층을 포함하고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 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신용등급 7~10등급) 등 탄력적으로 인정

혼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일자리 제공형과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수혜대상

지역

사회

공헌형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시·군·구, 읍·면·동 등 명확한 행정구역으로 

설정, 광역 간 연계 가능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의 판단에 있어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에서 대상비율 설정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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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맵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  다른 핵심인물들을 움직일 방법을 찾도록 도와준다. 

•  리스크를 미리 발견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  디자인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핵심인물을 찾도록 돕는다.

•  악영향을 끼칠 핵심인물을 가려내고 그들과 연관된 리스크를 찾도록 돕

는다. 

다음과 같은 순서를 활용해 그려본다.

1.  먼저 예상되는 이해관계자(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주부, 어린이, 

노인 및 스마트폰 이해관계자, 자전거 애호가 등)를 찾아 나열해 본다. 이

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

하다. 

2.  핵심인물 그룹에 속하는 인원들의 주제별(분류) 명단을 작성한다.

3. 우선순위를 정한다.

4. 최우선 핵심인물의 지도를 그린다.

5.  화이트보드나 노트, 포스트잇 등에 메모도 하고 도표도 그려보면서 핵심

인물들의 관계와 우선순위를 정리한다.

6.  권한(3단계), 지원(3단계), 영향력(3단계), 필요성(3단계)을 각각 표시해

본다.

 Tip.  각각의 이해관계자들 간에 어떤 문제 상황이 있는지 원활하게 

협업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날씨를 모티브로 하여 

표현해주면 한눈에 이해하기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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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이해 관계자 맵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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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트렌드 파악

트렌드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얻어 5년 이상

의 시간적 주기를 가지고 필연적인 변화를 촉발하는 사회 문화 현상이다. 트렌

드를 살펴보면 의사결정을 내릴 때 논리적 확신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분

만이 아니라 함께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거가 될 수 있다.

키워드 검색 통계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정량적인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  구글 트렌드 : 전 세계 상대, 연도별·영역별 종합서비스, 최근 검색 통계 

실시간 제공(http://www.google.com/trends/)

•  네이버 트렌드 : 구체적인 트렌드, 검색량 파악 가능, 최대 5개까지 비교

분석, 네이버에 한정된 자료(http://trend.naver.com/)

•  소셜 매트릭스 : 다음 빅데이터 분석 도구, 한 달 무료버전, 인포그래픽 제

공(http://www.socialmetrics.co.kr/)

•  맥킨지 : 경영 컨설팅 전문회사 자체 데이터 제공, 3D·인포그래픽 제공

(http://www.mckinsey.com/ )

•  울프램 알파 : 광범위한 참고서적 활용, 가격·매출·상품소개·타 업체와

의 비교 등 다양한 정보 검색,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 가능(http://www.

wolframalpha.com/,)

최근 정보의 경우, 뉴스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이트를 활용해 정보를 수집

한다(Trend Hunter / Spring Wise / Trend watching / PSFK trend report 

/ Fast company / Trend Insight / Trend Spectrum).

또한 과거로 돌아가 무엇이 우리에게 친근했는지 살펴봄으로써 미래를 예측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무엇이 불필요한지 무엇이 간편화될 수 있을지 살펴

보는 좋은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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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사업

지역

대상

인증
정보

지원

교육

경제

박람회

일자리

인지도
고용부

협동조합

경제주체

사회적 기업

No. 연관어 분류 탐색 건수

4 박람회 속성 522

5 인증 속성 521

6 사업 속성 495

7 지역 속성 467

8 정보 속성 465

9 경제주체 속성 392

10 고용부 단체 391

11 인지도 속성 387

12 교육 속성 332

13 조합 속성 291

14 일자리 속성 262

15 협동조합 속성 261

[그림 14] 사회적 기업 연관 검색어를 통한 트렌드 파악
출처 : 소셜 매트릭스

 Tip.  항상 호기심을 유지한다. 

미래요소를 분리해서 살펴본다. 

항상 인간의 반응을 고려한다. 

현명한 질문을 통해 문제를 발견한다. 

3년, 5년 후 성장할 흐름에 주목한다. 

미래를 온전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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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트렌드 매트릭스(예시)



photographer@jaekwangpark







사람(사용자)과 맥락 이해하기
Know the people and context

제3장

사회적 기업가는 대중의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소셜 네트워크 등에 의

해 드러난 사실들은 다른 요인에 의해 의도한 바와 다르게 판단되기도 하며, 사람들 내면

의 특성이나 불편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사용자와 이해관계자를 이해하는 것은 

당장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지만 앞으로 발생할 노력과 낭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다. 일상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용자의 내재화된 불편이나 욕구를 이해하여 니즈(Needs)를 

도출할 방법들을 살펴보자. 

“세상을 구하는 데 오직 한 시간만이 주어진다면 55분은 문제를 정의(define)하는 데 쓰고 

딱 5분만 솔루션(solution)을 찾는 데 사용할 것이다.”   - 알버트 아인슈타인

* 기업을 둘러싼 고객(사용자) 및 이해관계자 혹은 잠재적 고객까지를 포함한 모두가 중요한 디자인 접

근법의 대상이므로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 책에서는 디자인 접근법을 설명하면서 ‘사용자’

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기로 한다. 하지만 본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용자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잠

재적 사용자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전반에 걸친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상황에 따라 사용자 이외에 특별히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경우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라

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목표(GOALS)

사람들의 드러난 니즈뿐만 아니라 잠재적이거나 본인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숨어있

는 내면의 니즈를 찾아낸다. 인터뷰 및 관찰 등의 다양한 기법을 통해 드러나지는 않

았으나 숨어있는 불편이나 내면의 욕구를 유추해 본다. 유사한 반응이나 반복적 행동 

등 발견해낸 팩트들 사이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는 작업을 통해 인간, 제품 및 환

경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문제를 인식한다.

결과물(OUTPUT)

•  인터뷰 및 관찰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한 유사한 반응이나 반복적 행동 등 다양한 

유형의 결과물(기록노트, 사진, 음성, 비디오 등)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팩트

 

•  인간, 제품 및 환경 간의 관계성 파악을 위한 팩트들의 패턴

 -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

 - 원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선도적 사용자 발견

 - 말이 아닌 행동이나 표정으로 보이는 것

 - 문제, 갈등, 고민이 되는 요소

 - 생각지 못했던 창의적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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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새로운 기술 자체가 혁신이었다면 지금은 인간중심의 혁신 시대

다. 전화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화기를 통하여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이 필

요하고 선풍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제

품’이 아닌 ‘사람’을 먼저 이해하고 사용자와 이해관계자의 숨겨진 욕구와 문제

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람들의 깊은 니즈Needs를 이해하기 위해서 삶의 생활 속에 들어가 감정이

입을 통해 직접 그 사람과 같이 느껴 보아야 한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

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익숙한 것일지라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

하다.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단편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관

련된 총체적인 경험과 그 경험의 과정 안에서의 문제issue를 발견하도록 노력한다.

사람들이 원래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도록 하기 위해 관심

과 경청이 필요하다. 진심으로 귀를 기울일 때 더 많은 사실과 맥락을 발견해

낼 수 있다.

STEP. 1

문화인류학적 인터뷰(Ethnographic inter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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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뷰 대상(Interviewees)

인터뷰 대상자는 선도적 사용자early adopter와 극단적 사용자extreme user를 각 

2/5, 일반적인 사용자를 1/5의 비율로 선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극단적 사용자 

연구도 중요하지만 선도적 사용자도 빼놓을 수 없다. 선도적 사용자는 특정 제

품이나 서비스를 남보다 먼저 사용하고 다양하게 경험해본 사람으로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었을 때 먼저 사용하고 입소문을 내줄 주요 고객이기 때문이다.

일반적 사용자에만 집중하면 새롭고 놀라운 팩트Facts를 알아내기보다는 이

미 알고 있는 것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확률이 높다. 깊은 혜안을 얻기 위

해서는 ‘극단적’ 사용자층을 찾아야 한다.

 

 Tip.  인터뷰 대상자를 정하고 연락하는 과정에서 만족할 만한 대상자를 

찾기 어려울 때는 먼저 인터뷰하게 된 대상자에게 소개를 부탁한다. 

“00 관련하여 불편이나 불만을 가진 사람이 주위에 있으신가요?” 

“주변에 이런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알고 계시나요?” 등의 

가벼운 질문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림 16] 인터뷰 대상 선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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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망 고객이나 실제 유사한 사용 경험이 있는 사용자와 이해관계자를 찾아 

인터뷰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제품이나 서비스가 확실치 않을 경우 다음과 같

이 접근한다.

당신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절한 인터뷰 대상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

다. 지인에게 필요로 하는 프로필을 설명하고 부탁을 하거나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지역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섭외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너무 가까운 가

족이나 친구는 더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인 의견이 나타날 수 있다. 객관적인 제3

자를 더 많이 섭외하도록 노력한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인터뷰하기보다는 2~3명의 고객과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이나 질문 순서 등을 조금씩 개선하면서 새로운 인터뷰를 진행한다. 

인터뷰 대상자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홈페이지나 개인의 블로그 등을 사

전에 조사함으로써 중복된 질문을 피하고 다양하고 적절한 질문을 통하여 공

감 있는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다.  

전화나 이메일 인터뷰는 가능한 지양하고 대면 인터뷰를 수행하여야 한다, 

직접 만나 친밀감을 높이고 상대방의 미묘한 표정이나 몸짓에서 힌트를 찾을 

수도 있다. 대면 인터뷰는 앞으로 고객관계 구축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인터뷰 약속을 잡을 때에는 예상 소요시간을 말해줌으로써 대상자가 그 시

간을 온전히 비워 인터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감정적인 부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한다. 주제에서 벗어났을 때는 질문지로 돌아와야 한다.

 Tip.  부정적인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의견이 나오더라도 반론을 

하지 않고 경청한다.



으로 질문 3~5개 정도[부족한 점, 느낀 점, 감사의 인사 등])

[그림 17] 질문지

*  라포(rapport) : 두 사람의 인간 사이에서 마음이 통하고, 따뜻한 공감이 있으며 감정교

류가 잘되는 것(간호학대사전, 1996.3.1, 한국사전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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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할 나누기(Dividing roles)

인터뷰 대상자를 만날 때 인터뷰를 실시할 사람, 기록하는 사람, 그리고 촬

영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나눈다. 여럿이 함께하되, 사용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부담이 되는 인원은 피한다.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다르게 느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촬영(녹음)과 기록을 한다. 향후 촬영과 기록자료를 충분히 재검토

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인터뷰 기록자

고객의 말을 노트에 그대로, 자세히 옮겨 적는다. 핵심만 적는 요약방법으로

는 고객의 숨어 있는 니즈Needs를 찾기 어렵게 한다. 

대상자의 답변은 인터뷰 기록자의 생각에 맞춰 재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경

청하고 기록한다.

사진, 녹음, 촬영 담당자

인터뷰가 끝나고 인터뷰 장소를 나가기 전까지 절대로 캠코더를 꺼서는 안 

된다. 비디오 촬영자는 삼각대를 활용하여 촬영을 한다. 촬영이나 녹음기 사용 

시간을 적어두면 인터뷰 디브리핑Debriefing 시 내용을 확인하기 편리하다.

인터뷰 진행자

인터뷰 대상자에게 프로젝트의 목적, 고객의 정보를 알려 주면 대상자는 무

의식적으로 그 정보에 영향을 받아 인터뷰어가 원하는 답변을 하게 되니 주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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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행 순서(Programme) 

인터뷰를 할 때에는 서로에 대해 가벼운 인사로 환경을 조성하며 취미, 성

별, 연령, 학교 등(인구통계학적 정보)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후 방문사유, 인터

뷰어interviewer 및 인터뷰 대상자interviewee 소개, 인터뷰 동의서 작성 등을 하며 대

화를 이어간다.

인터뷰 대상자와 대화를 통해 선도적 사용자인지 극단적 사용자인지 또는 

일반적 사용자인지를 확인하여 추후 조사가 더 필요한 대상자 비율을 조정한

다. 

5 Why* 질문법을 활용하면서 많은 대답을 유도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중심으로 질문한다. 자신의 의견을 더하지 않은 상태로 고객의 관점을 살핀다.

질문이 끝나면 인터뷰 대상자로부터 궁금한 것이 없는지 질문한 후 인터뷰 

응대에 대한 감사인사와 함께 추후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고 다른 인터뷰 대상자를 소개해줄 수 있는지 물어본다.

추후 인터뷰에 대한 허락을 했다면 향후 불편이나 불만을 해결해 줄 수 있

는 프로토타입이나 데모영상을 가지고 피트백 과정을 포함하여 인터뷰를 다시 

시행하여 의견을 들어본다.  

아래의 인터뷰 진행순서를 참고하여 인사, 인구통계학 정보입수, 이야기하

기, 문제순위 정하기, 고객관점 탐색, 마무리, 결과작성의 순서로 인터뷰를 진

행한다.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와 같은 방식의 사고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아인슈타인

* 뒤에서 서술되는 ‘5 Why의 활용’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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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진행 순서

출처 : 린스타트업(running lean,2nd Edition, O’reilly).2012.p123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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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도(Attitude)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Natural Flow of Conversation한다. 대상자가 질문을 다르게 해

석하여 답하더라도 애써 다시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본다. 대답에는 항상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응답자가 자신의 경험 및 생각을 최대한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도록 어려운 

질문은 나중에 한다. 관심을 보여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바닥을 치는 등의 

비언어적인 신호를 자주 사용한다.

바람직한 인터뷰어의 태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조금 말하고 많이 듣는다. 인내심을 가지고 답이 금방 나오지 않더라

도 잠시 생각할 여유를 주어야 한다. 절대! 주제에 대해 아는 체하지 않는다. 어

떤 이야기든지 새로운 눈과 귀로 받아들인다. 

둘째, 말 자체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그 말을 어떤 맥락에서 꺼내는지, 

그 말을 하게 된 의도와 감정, 배경까지 헤아리면서 듣는 맥락적 경청을 한다. 

셋째, 참여자가 고유의 언어를 사용Use the Participant’s own words하도록 한다. 질문

하거나 대화할 때 응답자가 사용했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말을 경청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응답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사람들은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 본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이 

비싸 보이네요.”, “아이들을 싫어하시나 봐요?” 등의 피드백은 피하고 “표현력이 

좋으시네요.”, “상세한 설명이 좋습니다.”처럼 가치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피드백

을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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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문 방법 

인터뷰 질문지를 구성할 때에 기본적인 질문에 더해 창의적인 질문을 활용

함으로써 기존에 찾아내지 못했던 다양한 사실들을 발견해낼 수 있다. 

구체적인 질문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피하고 중립적인 질문을 한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이 괜찮았나요?”라는 질문 대신 “봉사활동에서 기억

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요?”라고 물어본다.

•  개방형 질문Broad, Open-ended Question을 사용한다. 

  -  폐쇄형: 내가 도와줄까요? \ 개방형: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요?

   -  폐쇄형: 내가 전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 개방형: 당신을 이해시

키려면 내가 어떤 식으로 말해야 했을까요?

•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한 번에 하나의 질문을 한다.

•  ‘어떻게’, ‘무엇을’이라는 용어를 경험, 미래의 기대, 타인의 반응, 문제점 인

식 등에 다양하게 덧붙여서 표현한다.

•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 

   -  일반적인 질문 : 당신은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십니까?

   -  더욱 구체적인 질문 : 당신이 지금 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  가장 구체적인 질문 : 당신이 하는 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가정질문은 피한다.

   -  세금이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  많다는 것은 상대적이므로 이런 표현보다는 “현 세금의 액수에 대해 어



78  |  사회적기업가를 위한 디자인접근법

떻게 생각하시나요?”가 더 적절하다. 

•  질문 자체가 어떤 대답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도질문 및 당위적 표

현을 배제한다. 

   -  왜 이것이 좋은 솔루션Solution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 질문 자체가 장점에 대해서만 묻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 대상자는 장

점만 이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이 솔루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와 

같은 식의 질문이 더 적절하다.

•  “해야 한다.” 등의 너무 당위적인 표현은 피한다.

   -  의료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의료보험료 인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와 같은 질문이 더 적절하

다. 

•  대답하는 사람이 주제에 관한 팩트Facts와 감정까지 말할 수 있도록 이끄

는 단어를 사용한다. 

   -  처방 약을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  “어떤 과정을 통해 처방 약을 결정하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와 같

은 질문이 더 적절하다.       

‘설명하다’라는 말은 상대방이 좀 더 활발한 사고를 하도록 만든다. ‘설

명하라. 상술하라. 분명히 하라. 이야기하라. 조명하라. 이해를 도와달

라. 보여달라. 분석하라. 체계적으로 하라. 가르쳐달라. 공개하라. 부연 

설명하라. 풀이하라.’ 등의 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인터뷰 중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같은 확인질문을 자주 한다.

•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도록 ‘항상, 대략, 더 적다. 더 많다. 더 낫다. 좋다.’ 

등 막연하거나 모호한 말에 대한 기준을 물어본다. 

   -  ‘불쌍한 아이들’은 무슨 뜻입니까? / 특별히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

까? /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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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Why 활용 

영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는 5 Why,  계속해서 5번의 ‘왜’라는 질문을 하다 

보면 스스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게 된다고 했다. 사람 내면의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중요한 생각들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5번까지 ‘Why’를 사용

하여 질문한다. 5 Why는 더 깊은 진짜 문제에 다가갈 수 있는 기법이다. 보통 

1~2번의 분석에 만족하고 원인을 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맥락을 이해하면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알기 위해서는 5 Why 질문법을 잘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에 준비한 질문은 지침으로 활용하며 인터뷰 순서에 관계 없이 인터뷰 

대상자 생각의 흐름에 따라 인터뷰를 진행한다.  인터뷰 대상의 대답에 Who, 

When, Where, What, How, Why 등을 활용하여 질문한다. 중요한 것은 Why

를 반복하여 물어봄으로써 상황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상황은 각자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점진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사람

들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목표에 집중하면서도 의사소통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

이 필요하다.

[표 2] 5 Why로 질문한 예

No 왜? 대답 해결방안

Why1 왜 기계가 정지했나?
모터 과부하로 퓨즈가 

끊어졌다.

단기적

해결방안

퓨즈 교환

Why2
왜 과부하가 

걸렸을까?
윤활유가 부족했다.

주기적 윤활유 

점검 공급

Why3
왜 윤활유가 

부족했나?

펌프가 윤활유를 

충분히 빨아올리지 

못했다.

펌프 교환

Why4
왜 충분히 

빨아올리지 못했나?

펌프의 축이 

이상마모로 인해 

흔들린다.

펌프 교환

Why5
왜 축이 이상마모 

되었나?

윤활유에 절삭칩이 

혼입되었다.

윤활유 흡입구에 

스트레이너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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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별 인터뷰(Individual interview)

일반적인 인터뷰는 보통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 디자인 접근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의 경우 대략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된다. 심층인터뷰는 인터뷰 대상자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장소에서 3시간가

량 심층적인 대화를 통해 대상자의 깊은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터뷰를 할 때 대상자의 의견을 지지하되 중립을 지

킨다. 이해가 가지 않을 때는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고 예를 들어 설명해달라고 

한다.

 Tip.  인터뷰는 대상자의 실제 활동공간에서 진행하여 환경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주변에 관계자들이 있다면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인터뷰 내용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는 등 상황에 맞는 장소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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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룹 인터뷰(Group interview)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용자와 이해관계자를 모아놓고 인터뷰를 시행한다. 

다양한 의견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인터뷰 방식이다. 사전 조사

한 다른 정보들은 대상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방향을 바꿀 수 있으

므로 최대한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상자의 응답이 늦으면 대화에 집중하기 위해 중요 포인트를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질문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서두르지는 말아야 한다. 생각

을 가다듬을 시간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 어린이를 만났

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라는 질문을 “어린이로부터 전달받은 느낌이 있

나요?”라고 다시 물어봄으로써 대답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고 다양성을 제시

해줄 수 있다. 

그룹 인터뷰를 할 때는 대상자의 의견이 달라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제3

자 입장에서 듣는 것이 중요하며 인터뷰 대상자가 동조를 구할 때에는 아직 공

부 단계이고 잘 알지 못해 의견을 낼 입장이 아님을 인지시킨다.

P&G는 주력 기저귀 제품인 팸퍼스Pampers의 미션을 ‘아기 발달을 도와주는 

엄마’로 설정하고 부모와 유아들이 함께하는 그룹을 활용하였다. 실제 사용자

의 참여를 통해 부모들이 변기 사용 연습 기간의 단축을 원하고 있음을 발견하

였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배변 후 2분 동안 젖어 있는 느낌을 주어 유아들이 화

장실에 가도록 만드는 기저귀가 탄생한 것이다.

 Tip.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을 경우 최종적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진행할 때 다양한 의견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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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문가 인터뷰(Expert interviews)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봄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인터뷰 시 전

문가의 의견과 경험, 현장에서 느낌 등을 배우러 왔음을 설명한다. 기존의 누적

된 자료에 대한 연구를 마친 전문가로부터 특정 주제에 대한 역사와 주요 포인

트를 알 수 있다.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봄으로써 신규시

장이나 새로운 분야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Tip.  인터뷰 시 전문가의 객관적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다. 전문가의 

개인적인 견해는 결과 도출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방해받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확인하기 위해 관점이 다른 전문가들로 섭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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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커뮤니티 주도발견(Community-driven discovery)

 

그룹 인터뷰는 각기 다른 사용자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커뮤

니티 주도발견은 공통의 이해 집단을 살펴보는 것이다. 통찰력을 가지고 의미를 

찾아나갈 수 있는 사람은 커뮤니티 구성원 중에 있다. 이들로부터 외부인보다 

더 진지하고 솔직한 사용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커뮤니티 조사를 위한 조사원 선정 시 해당 커뮤니티 내 조사원의 역학관

계나 영향력 등을 확인함으로써 커뮤니티 구성원과의 이해관계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우리는 커뮤니티의 특성을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속으로 판단하는 일을 의식적으로 피해야 하

며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관심 있는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살피

면서, 그들의 에너지가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표출되고, 어떤 활동을 할 때 

부정적인지를 살펴본다.

 Tip.  단체로 요청할 경우 모임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늘 오던 

사람일 경우가 많다. 커뮤니티 회원으로부터 다양하게 추천받아 

사전에 요청해서 진행하도록 한다. 처음에 거절했던 사람도  

커뮤니티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설득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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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손컴퍼니의 박찬재 대표는 노숙자들의 실질적인 니즈를 찾기 위해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 커뮤니

티 구성원을 만나보았고 그들을 통해 진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종이 옷걸이를 만드는 노숙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사회, 환경, 교육, 보건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

한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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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행동양식 관찰을 통하여 의미 있는 현상Insightful Fact을 수집하고 추

후 행동 패턴을 발견하여 충족되지 않은 니즈Unmet Needs에 대한 이해의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통제된 환경이 아닌 일상 속에서 더욱 효과적인 인사이트 

도출이 가능하다. 

관찰을 통해 행동의 패턴을 알 수 있다. 다만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사용자에 대한 진정한 공감을 통하여 사용자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중

요하다.  

고객이 겪는 경험을 주의 깊게, 맥락 속에서 관찰하며 관찰을 통하여 발견

한 다양한 팩트에 기반을 두어 가능한 해석을 해본다.  

인터뷰를 통하여 직접 이야기를 듣고 영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의 생

활영역 전반에 걸쳐 사용자와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람의 경험을 포

착하기 위한 관찰을 병행하여야 한다. 경험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숨어 있

는 선도사용자의 행동들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가 불편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기존의 조사방식으로는 알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 스스로 문제

를 개선하였고 굳이 제조사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용자와 

이해관계자 중 선도 사용자를 찾고 그들의 노하우 중 사업화할 수 있는 것을 다

양한 관점에서 살펴본다.

경쟁자들에 대해 잊고, 자신의 고객에게 집중해라.   - 알리바바 회장 마 윈

STEP. 2

관찰(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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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그림 19] 관찰 포인트 (민원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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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가 환경오염과 위생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발견한 케냐의 데이비드 오허바흐는 분뇨를 수거해 신

재생에너지로 발전시킴으로써 ‘위생문제’, ‘소득창출’, ‘에너지 공급’을 하나로 연결하여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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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방식(Mindset)

기존의 지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더불어 사람들은 현재의 니즈Needs를 어

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 다양한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초심자의 마음이 필요하며 이미 자신이 경험한 것들에서 오는 

선입견이나 가정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지식이나 프레임에서 벗어나 

어떠한 니즈 및 테크놀로지, 제도 등이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다른 영역에서 

어떤 시도가 있는지,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관점에서 인간 중심적Human-Centered, 협동적Collaborative, 실험적Experimen-

tal, 낙관적Optimistic, 참여적Participatory 사고방식으로 접근한다. 

 

스스로가 상황이나 활동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

이는 객관적인 것만을 받아들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추측이나 상상

을 하지 않는다.

좋은 디자이너는 사물을 관찰하지만, 위대한 디자이너는 사람을 관찰한다.

- 톰 브라운, IDEO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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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찰(Observe) 대 해석(Interpret)

다음 사진에 대해 관찰과 해석을 해본다.

photographer@jaekwang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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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 형성은 그들의 행동과 동기를 이해함으로

써 시작되며 공감에 기초한 관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현상을 해석하는 것

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관찰하여 작성한 내용

과 해석한 내용은 각각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표 3] 관찰과 해석의 사례

관찰 해석

긴팔 티셔츠와 여름팬츠를 입었다. 더러운 티셔츠밖에 없나 보다.

신발을 신지 않고 있다. 신발이 없는 것 같다.

웃지 않고 있다. 엄마한테 혼났나 보다.

위 사례와 같이 관찰이 아닌 해석을 하면 구입 비용의 문제인지, 세탁을 어

려워하는지, 방금 생긴 얼룩의 문제인지를 알지 못한 채 성급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 먼저 관찰을 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해석을 열거해 봄으로써 상황을 이해

하고 이전에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나 패턴을 발견해낼 수 있다.

3) 기록사진 연구(Documentary photo studies)

TV 뉴스나 신문 등의 기록사진은 어떤 사실의 존재나 특별한 사건의 발생

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연구자인 이스트레이크Eastlake는 “사진은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사진은 예술의 영역 혹은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사이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형태의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에 대한 증거로 존재한다.”라고 하였다. 기록사진을 활용하여 

머릿속의 선입견이나 가설을 모두 제거하고 객관적 팩트만을 찾아내고 의미 있

는 팩트들의 발견을 통해 대상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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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디오 에스노그라피(Ethnography)

 

IDEO의 설립자인 팀 브라운Team Brown은 그의 저서인 『디자인으로 바꾸자

Change by Design』에서 병원 프로세스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환자의 정서와 입장을 

공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환자의 입장과 감정을 공감하

기 위해 직접 침상에 누워 관찰을 시행하였으며 관찰 결과 환자는 하루 종일 병

실 천장만 보고 있음을 알았으며 이에 환자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천장 디

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사용자의 시선으로 비디오에 담거나 사용자의 일상을 

비디오에 담아 살펴보는 방법을 비디오 에스노그라피라고 한다. 촬영자의 행동

이 그들의 일상에 변화를 주지 않도록 최대한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20세기 초 인류학자들은 사용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관찰을 했다. 전문가의 

관점이 아닌 사용자의 관점으로 공감하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린이의 관점에서 사물과 현상을 바라다보기는 쉽지 않다. 노인의 관점, 주부

의 관점, 청소년의 관점이 모두 다르다. 인터뷰와 촬영을 함께하여 관찰함으로

써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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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가기록(Self-documentation)

자가기록은 자신의 경험을 자신만의 표현방법과 언어로 기록해 나가는 것

이다. 긴 시간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관찰하지 못하거나 조사자가 함께하지 못

하는 커뮤니티생활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경험의 기

록을 통하여 삶과 커뮤니티 그리고 관계자들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 경험 등

의 기록을 통하여 삶과 커뮤니티 그리고 다양한 사용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시

각으로 볼 수 있다.

참여할 참가자들을 모집한 후 캠코더, 카메라, 녹음기, 기록지 등의 사용법

을 설명하고 일정 기간에 자신들의 경험을 스스로 기록하도록 한다. 조사하고

자 하는 것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한다. 

자가기록은 편하게 자신의 스타일로 적어나가면 된다. 이해하기 어려운 온

갖 용어를 나열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가

장 인간적이고 타인에게 다가가기도 용이하다. 때론 자가기록이 어려운 어린이

가 사용자와 이해관계자가 될 수도 있다. 참가자가 어린이이지만 실질적인 비용

을 지급하는 사람은 부모인 경우 사용자와 이해관계자로서 부모의 협조를 요청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음 사진은 어린이 비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적 기업을 준비하기 위한 조사과정으로 부모가 자녀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다.

 Tip.  많은 기록을 끌어내기 위해 사용자와 이해관계자가 쉽게 기록 

가능한 방법을 사용한다. 노인의 경우 복잡한 전자제품은 피하고 

녹음기, 기록지 등을 이용하고 핸드폰 소지자의 경우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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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극단적 사용자 연구(Extreme user studies)

  

극단적 사용자 연구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혀 사용할 것 같지 않거나 

특이하게 사용하는 등 극단적인 이용행태를 보이는 사용자를 말한다. 이들은 

새로운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니즈Needs를 찾아내기가 용이하며 문제의 

본질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BCG전략 인사이트』(미타치 다가시 저)에는 다음과 같이 흥미로운 극단적 

사용자 연구 사례가 나온다. 어떤 살충제 회사에서 일주일에 살충제를 한 통을 

사용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할머니를 발견했다. 할머니를 찾아가

[그림 20] 부모가 자녀의 입장에서 작성한 기록(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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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유를 묻자 엉뚱한 대답이 나왔다. 살충제를 뿌려도 바퀴벌레가 계속 꿈틀

거렸기 때문에 바퀴벌레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살충제를 뿌리다 보니 ‘일주일

에 한 통’이나 살충제를 썼다는 것이다. 사실 바퀴벌레는 살충제를 뿌린 뒤 몇 

초 지나지 않아 이미 죽은 상태였다. 그 후 2분가량 바퀴벌레가 꿈틀거린 것은 

죽은 상태에서 보이는 발작일 뿐이었는데, 할머니는 이것을 아직 살아있다고 오

해하신 것이었다. 살충제 회사는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 살충제에 마취제를 섞

어서 만들었다. 새로운 살충제는 뿌리자마자 바퀴벌레를 죽이는 것은 물론 바

퀴벌레를 마취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극단적 사용자 연구를 통해 살

충제 회사는 정체기에 이른 살충제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 수 있었다. 

둔감한

분석자

위화감

인식정도

더 예민한 사람의 위화감 이해 불가

극복하기 어려운 공감능력 차이 존재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구분해내지 못함

보편적

고객
예민한

분석자

예민한 사람은 덜 예민한 사람의 

위화감을 이해하기 쉬움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해내는 능력이 뛰어남

[그림 21] 예민도에 따른 위화감 인식 정도

출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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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지품 조사(Personal inventory)

레이첼 스트릭랜드Rachel Strickland와 도린 넬슨Doreen Nelson이 개발한 이 방법은 연

구 대상자의 핸드백이나 지갑의 내용물처럼 항상 지니고 다니는 물건에 대한 연

구를 포함한다. 

배경을 알고 싶을 때, 사용자와 이해관계자들을 알고 싶을 때, 현상에 대

한 통찰력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카메라와 노트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사용자의 생활방식, 활동, 인식과 가치에 관한 통찰력 제공

•  우선하는 니즈Needs와 관심사 이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소지품 조사를 실시해본다. 

1. 연구의 목표를 정리한다.

2. 대상자를 신중하게 모집한다.

3.  참가자에게 가장 자주 들고 다니는 가방을 가져오게 한 후 가방 안의 물

건들을 평평한 표면 위에 펼쳐 놓는다. 각 물건의 용도와 마지막 사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집에서는 가방을 어디에 보관하고 그 주위엔 어떤 

물건들이 있으며 집을 나서거나 돌아올 때 가방에 넣고 빼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고 각기 다른 외출 목적에 따라 들고 나가는 가방의 종류는 어떻

게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4. 내용물의 사진을 찍고 내용을 적어 문서로 기록한다.

5. 참가자들이 각 물건과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한다.

6. 데이터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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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문(Questionnaires)

광범위한 대상으로부터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용자와 이해관계자의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자 실시

하는 것으로 대상 숫자는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불필요한 대상에 시간과 에너

지를 낭비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예상되는 소비자층이 장애인, 저소득층, 학부

모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그 대상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전문가 오류’를 방지하고 숨겨진 사용자와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

다.

•  설문 대상이 노인일 경우 인터넷보다는 면 대 면으로 질문하는 서베이 방

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  인터넷 설문을 활용할 경우 단시간에 다수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고 도

식화된 결과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다.

•  설문 작성자가 적절한 답을 안다고 가정해 항목을 제시하고 주어진 예시 

중 선택하기 때문에 그 결과 값이 고객의 니즈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설문을 만들어

야 한다. 질문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와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니즈가 아니라 

질문자의 의도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의도와 반대되는 질문을 함께 넣어

보자.

 Tip.  예비조사 및 사전실험 

설문지를 만들기 전 적절한 설문지 문항을 만들기 위해 예비조사

(Pilot test)를 진행하여 설문을 구성한 후 사전실험(Pretest)을 

진행한다. 사전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오류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설문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낭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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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의 일부이다. 설문조사 대상은 중·

고등학생으로 인터넷 설문(Google Survey)을 이용하였다.

자퇴의 충동이 있었다면, 다음 중 어떠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집안의 사정(경제적 이유 포함)이 있어서

◯ 친구 및 교우관계의 어려움(이성문제 포함)

◯ 성적의 부진

◯ 개인의 사정(아침잠이 많아 학교에 가기 싫다는 등)

◯ 정규수업 이외 자신의 재능이나 관심에 맞는 교육을 받기 위해

◯ 기타 :                                     

만약 자퇴를 한다면, 자퇴 후 어떤 생활을 할 것입니까?

◯ 논다

◯ 본인의 취미와 관심에 맞는 분야를 알아보고 교육을 받는다

◯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돈을 번다

◯ 모르겠다

◯ 기타 :                                     

자퇴에 대한 충동을 느껴봤다면 그 충동횟수(강도)는 얼마나 자주 

느껴보셨나요?

◯ 하루에 한 번

◯ 일주일에 한 번

◯ 한 달에 한 번

◯ 한 학기에 한 번

◯ 기타 :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이나 주변환경의 어려움으로 자퇴에 대한 충

동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 있다

◯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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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황몰입(In context immersion)

 

인터뷰 속의 대화나 관찰한 것을 실제로 체험해보면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실제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교류하는 곳에서 환

경 정황에 몰입하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사용자와 이해관계자의 행

동을 그대로 따라해 보고 관련한 경험담을 나누어본다.

패트리샤 무어는 26세였던 1979년부터 3년간 80대로 변장해 노인의 일상생

활을 체험했다. 당시 건축이나 디자인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노인은 소비자가 

아니라는 잘못된 시각이 있었고 근본적으로 노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관찰이나 설문조사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방법으로는 공감할 

수 있는 내면의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패트리샤 무어는 20세기 가장 급진

적인 ‘공감 모델’이다. 그녀는 노인 전문가로, 시민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운동가

로, ‘장애인 법안’ 제정에 힘을 보탰다. 미국 ABC뉴스가 선정한  새천년을 정의

하는 50인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하였다.

3년간의 경험으로 나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세상에서 노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다.  

 - 페트리샤 무어

[그림 22] 80대 노인으로 변장한 모습(왼쪽)과 실제 페트리샤 무어(오른쪽)

출처 : 공감하는 능력 / 로먼 크르즈나릭 / 더퀘스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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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른 분야 관찰하기 

타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보거나, 그 영역을 살펴봄으로써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실제상황을 관찰하면 어떤 시점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여 보다 사실성 있는 결과 도출이 가능하다.

많은 경우 자신의 생활공간에 갇혀 영감이 떠오를 소재를 만나지 못한다. 

역으로 매우 혁신적이고 새로운 일을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관심사가 속한 집단 내에서 심화되고 있었지만 외부에서는 

극히 소수의 집단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무심한 경우처럼 말이다. 새로운 곳

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타인의 공간을 살펴봄으로써 서로 접목하거

나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 에

어플레인 카운터를 경험하기 위해 호텔 카운터를 경험해보는 등 업종이 다르지

만 유사한 분야나 동질적이기는 하지만 약간 다른 분야에서의 경험은 통찰력

을 얻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사회적 기업가의 경우에도 사회적 인증기관, 사

회적 기업 관련 부서 혹은 영리기업의 사회공헌부서 등에서의 경험도 많은 통

찰력을 제공해줄 수 있다.

관찰을 통해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끊임없

이 물어보고 생각해야 한다.

스틸 사진기법Still photography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최대한 간섭을 줄여서 촬

영하는 기법으로 다큐멘터리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다음의 원칙을 준수

해야 한다.

•  관찰자의 상호작용을 배제한다.

•  관찰자는 더 깊은 탐구를 할 수 없다.

•  방해하거나 끼어들지 않는다.

•  이해관계자의 코멘트에서 세부적인 것을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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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쉐도잉(Shadowing)

고객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들이 경험하는 서비

스를 관찰하고 서비스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디테일한 감정과 외부 환경으로부

터 제공되는 서비스 전반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한다. 

공급자 관점에서 기술혁신이나 생산의 효율성 등을 분석하는 것은 공정이

나 엔지니어링에는 도움 될 수 있어도 소비자의 감성욕구를 만족하게 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다.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고 폐기하기까지 사용자와 이해관계자

가 경험하는 모든 과정을 철저히 사용자와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비로

소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조사자들은 최대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여 관찰자 효과(사람들

이 조사자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하는 등, 관찰자가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를 최소화시킨다.

비디오 에스노그라피, 집이나 직장투어, 구매행동관찰 등의 실행 시 주로 

사용하며 메모, 비디오, 사진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기록을 한다. 현장에

서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자료를 통해 새롭고 중요한 요소가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Tip.  쉐도잉 후 고객인터뷰와 연계하여 병행하면 고객의 실제 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맥락 있는 인터뷰가 가능하다. 이때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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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구매행동관찰(Shop along)

인간의 행동 관찰을 위해 프로젝트 주제와 관련이 있는 유통망을 고객과 함

께 방문하여 고객이 어떤 쇼핑 경험을 갖는지 살펴보고 쇼핑에서 고객의 판단 

기준, 행위 유발 요소 및 불편함 등을 파악하는 조사방법론이다.

사용자와 이해관계자의 쇼핑하는 과정을 관찰하는 것이다. 월마트에서 최

근의 이베이에 이르기까지 구매행동관찰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다. 이베이

의 창업자 피에르 오미디야Pierre omidyar는 그의 아내가 페즈디스펜서Pez dispenser*를 

쉽게 사고팔게 하려고 이베이를 만들었고 그가 파악한 니즈는 시장에 적중하

여 혁신을 일으켰다.

* 페즈껌을 넣을 수 있는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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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상생활 연구(Day-in-life studies)

조사 대상자가 생활하는 곳을 방문하여 대상자, 관찰 대상물, 사용 환경, 상

호 작용, 사용 행태 등을 기록하고 대상자를 인터뷰하는 조사방법이다. 가정이

나 직장에서 자연스러운 제품 사용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니즈Needs를 찾는다. 

3M 직원인 아트 프라이Art Fry는 일요일마다 교회를 나가 성가대 활동을 했는

데 매번 찬송가 사이에 끼워놓은 종이가 바람에 날아가 악보를 놓치기 일쑤였

다. 이에 찬송가처럼 얇은 종이에 잘 붙으면서도 떼어낼 때는 종이가 찢기지 않

는 책갈피가 없을까 고민한 결과 오늘날의 포스트잇이 탄생했다. 

다음 사진은 혼자 있는 강아지 또또를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찾기 위해 

반려인이 기본적인 일상을 시간대별로 촬영하여 살펴본 것이다.

[그림 23] 또또의 일상생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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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현 대표는 도시에 주로 사는 아동들의 일상생활을 연구하면서 도시생활에 적합한 환경교육이 어려운 현실

을 보았다. 그 후 터치포굿을 설립하여 현수막·키보드·지하철 광고판 등 도시에서 나오는 폐자원으로 만든 환경교

구로 '도시형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의 분석과 해석
Interpret and Synthesis

제4장

발견한 팩트를 토대로 차별화되고 창의적인 니즈를 발굴하고, 이를 종합하여 니즈를 정제

하는 단계이다. 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통하여 숨어 있는 사용자 니즈를 발견해내는 것이다.



목표(GOALS)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통하여 팩트를 해석하여 패턴을 발견해낸다. 발견해낸 패턴으

로부터 사용자의 숨겨져 있는 내면의 니즈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고 해결할 가치가 

있는 문제인지 확인한다.

결과물(OUTPUT)

•  수많은 팩트에서 도출된 행동패턴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통하여 발견된 세부적인 

니즈

•  프레임워크 등의 방법론을 통해 클러스터된 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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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터뷰 기록 등 팩트와 다양한 팩트분석을 통해 도출된 인사이트Insight 

등 리서치를 통해 얻은 것을 프로젝트 구성원끼리 공유함으로써 니즈Needs 분

석 토대를 마련한다.

팩트를 분석하고 해석할 때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는 최대한 배제한다. 반대

의 생각이 있더라도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련 정치가인 흐루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러시아인들은 결코 자

동차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값싼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

다.”라고 했지만 실제 러시아에서는 젊은이들이 차가 없어 대규모 암시장이 생

겨났다. 이처럼 관찰이 없는 성급한 판단은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STEP. 1

팩트(Facts) 도출과 그룹화(Grouping) 및 

다발 짓기(Clus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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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팩트(Facts) 기록 

팩트의 정확한 기록은 올바른 분석과 해석을 위한 기초가 된다. 다음을 참

고하여 작성해 보자.

•  가능한 6하 원칙(Who, What, When, Where, Why and How)을 활용

하여 시각적으로 풀어 적는다. 

•  재미있고 인상 깊었던 팩트를 적는다. 

•  포스트잇 한 장에 하나의 팩트만 적는다. 

•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읽기 쉽게 적는다. 

•  기록자 이외의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생략하여 적지 않는다. 

•  인터뷰에서의 팩트 : 사용자Interviewee가 말한 의견, 느낌을 포함한 모든 말

•  관찰 사진에서의 팩트 : 관찰 장소를 객관적으로 살펴본 후 발견된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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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브리핑(Debriefing)

인터뷰 조사 후 인터뷰 노트 기록Note taking, 녹음 등 현장field자료에 기초하여 

인터뷰 관련 내용을 기록하는 절차이다. 

기존에 몰랐던 새로운 팩트와 특별히 인상 깊었던 사항, 고객의 에너지가 표

출되는 기쁨, 불만 등의 사항을 주로 살펴본다.

미네소타 대학의 랄프 니콜스Ralph G. Nichols와 레너드 스티븐스Leonard A. Stevens의 

실험에 따르면 사람은 상대의 말을 아무리 주의 깊게 듣는다 해도, 말을 들은 

직후 전체 내용의 절반 정도만을 기억하고, 2개월 정도가 지나면 들은 내용의 

25%만을 기억한다고 한다. 

실제 고객과 그들의 생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인터뷰 직후 바로 디브리핑을 진

행하는 것이 좋다. 팀원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만난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기존에 조사된 사용자와 이해관계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머

지 팀원들은 포스트잇에 메모를 한다.

메모는 나중에 기억하기 쉽도록 한 문장을 넘지 않는 짧은 정보를 담고 한 

이야기당 하나의 큰 종이를 사용해 포스트잇을 붙이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때는 새로운 종이를 이용하여 포스트잇을 붙인다.

 Tip.  - 사진을 출력하여 폼보드에 붙인다. 

- 포스트잇에 관찰한 점 및 특이한 점을 작성한다. 

- 한 장에 한 팩트만 적는다. 

-가능한 한 모든 이야기를 하고 일반적인 것은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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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장 바꿔보기(Walk in their shoes)

사용자나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바라보면서 문제점에 대한 아이

디어, 솔루션Solution을 떠올리면서 기회를 모색하는 과정이다. 너무 이르게 단정 

짓거나 평가하여서는 안 되며 세부적인 팩트를 섣불리 일반화해서도 안 된다.  

사용자의 대부분은 불편한 상황에 무의식적으로 너무나도 잘 적응되어 있

기 때문에 스스로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다.

포드 자동차의 창업자 헨리 포드Henry Ford는 “만약 내가 소비자들에게 뭘 원

하느냐고 물었더라면 아마도 ‘더 빨리 달리는 말’이라는 대답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여기에서 고객은 말을 원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당신은 ‘더 빠른’ 수단이 필요

함에 주목할 줄 알아야 한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는 것은 고객의 일이 아니다.   - 스티브 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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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팩트(Facts) 그룹화(Grouping) 및 다발 짓기(Clustering)

그룹화는 일차적 수준에서 유사성이 있는 것끼리 묶어 그룹을 만드는 것이

다. 다발 짓기는 한발 더 나아가 의미, 기준, 맥락적 상황에 맞게 고려하여 유사

성이 있는 것끼리 묶는 것으로 단순 분류 이상의 의미 있는 패턴을 발견해내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수집된 자료가 여러 과일이라고 하면 빨간색 과일(사과, 

딸기 등), 노란색 과일(바나나, 배, 귤, 오렌지, 망고 등)로 그룹화할 수 있다. 다

발 짓기는 단순한 과일 색깔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나 맥락을 찾기 위해 

신세대 소비문화(오렌지, 망고), 전통문화(사과, 배)등 의미와 해석에 따라 다양

하게 다발 지을 수 있다.  

조사를 통해서 발견한 무수한 팩트로부터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한

다. 이런 그룹화와 다발 짓기 과정을 통해 트렌드와 발견되지 않았던 니즈Needs

를 발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  수집된 팩트를 다양한 연관성에 따라 분류하면서 새로운 패턴을 찾아

낸다.

•  유사한 팩트를 묶어주고 유사한 영역에서 벗어나는 팩트는 추려서 빼준

다. 

•  고객의 행동, 희망사항, 불만사항 등의 팩트를 기반으로 니즈Needs를 도출

해보도록 한다.

 Tip.   누구나 다 아는 단순한 분류는 피하도록 한다.  

다양한 기준에 따라 관련성을 찾아 다양한 그룹(Group)과 다발

(Cluster)을 만들어본다.  

관련성에 따라 분류되는 그룹과 다발의 이름은 창의적으로 붙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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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팩트그룹화 및 다발 짓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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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것들을 모아서 공통된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한 니

즈Needs를 만들어낸다. 최대한 많은 니즈를 끌어내보자. 니즈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니즈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복잡한 문제와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과 다양한 도구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시각을 만들어야 한다. 니즈를 찾기 위해 STEP 3의 다양

한 방법을 활용해본다. 

1) 니즈의 종류 

좋은 니즈는 사용자에게 절실하면서도 광범위하지만 사용자 본인이나 경

쟁자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차별화된 사업 및 서비스 개발의 바탕

이 된다.

STEP. 2

니즈(Needs) 도출과 그룹화(Grouping) 및 

다발 짓기(Clus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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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니즈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실제 니즈 중에 언어로 표현되는 것은 

일부이고 많은 경우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스스로도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혹은 알더라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어떤 경우는 자신이 불편하다고 하지만 그러한 불편의 해결에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말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었을 때 매우 열광할 수

도 있다. 인간은 자주 말한 대로 행동하지는 않으며 어떤 경우는 말하지 않거나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니즈의 보편성과 솔루션Solution의 방향성을 기준으로 보면 [그림 26]과 같이 

니즈Needs를 구분할 수 있다. 다양한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파악된 니즈

는 공감대를 높이고 더 나은 솔루션을 찾는 기반을 만든다.

[그림 25] 불편인식에 따른 니즈(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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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자 매슬로는 “사람들은 자신 혹은 타인의 니즈에 대해 의식을 하지 못

할 때가 훨씬 많다. 하지만 적합한 방법론을 알게 되거나 상대적으로 미묘한 니

즈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훨씬 더 자신 혹은 타인의 니즈를 

잘 의식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여러분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상대방과

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있지 않은가?

[그림 26] 보편성과 방향성에 따른 니즈(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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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솔루션(Solution) 대 니즈(Needs)

우리는 솔루션을 찾는 데 익숙해져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대중이 

아닌 우리 자신만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 치중했던 것은 아닐까?

문제 혹은 니즈에 대한 솔루션이 도출되면 리서치는 그것으로 종료된다. 하

지만 너무 기본적이거나 광범위하지 않고 세부적이지도 않은 적절한 니즈의 도

출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방법의 기초가 된다. 좋은 니즈는 사용자에

게 절실하면서도 광범위하지만 사용자 본인이나 경쟁자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

는 것으로 차별화된 사업 및 서비스 개발의 바탕이 된다.

이 단계에서는 몇 개의 솔루션 도출, 즉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

니다. 니즈에 기초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면서 창의적인 솔루션에 대한 

열띤 토의 및 논의가 요구된다. 

 

[표 4] 니즈파악의 예

올바른 니즈

파악

필기구를 둘 곳이 있으면 좋겠다

필기구가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솔루션에 대

한 토의와 논의 가능

잘못된 니즈

파악

연필꽂이가 필요하다

연필꽂이가 없어서 불편하다

➡  연필꽂이를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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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니즈(Needs) 탐색 

진짜 니즈를 찾아내는 것이 디자인 접근법Design Thingking의 성공여부를 결정한

다. 사용자를 관찰하거나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수집한 팩트로부터 사용자

의 니즈를 찾기 위해 팩트를 분석한다. 리서치 단계에서 도출된 팩트들의 유사

성 및 관련성에 따라 그룹화 해보면서 여러 가지 니즈를 도출해본다. 팀원 간의 

토론을 통하여 도출된 니즈를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해본다. 니즈는 하나의 팩트

혹은 그룹화한 팩트에 기초하여야 한다. 

•  모든 팩트로부터 니즈가 나오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팩트에서 여러 개의 

니즈, 또는 여러 개의 팩트에서 하나의 니즈가 나올 수 있다.

•  관련성 혹은 관점 등에 따라 유사한 팩트를 다양하게 그룹화하면서 다양

한 니즈를 도출하여본다. 

•  니즈를 기재할 때는 토의를 통해 니즈의 배경이 되는 팩트를 기재한다. 이

때 니즈는 추상적이지 않게 설정한다. 

니즈를 도출한 이후에는 유사한 니즈를 의미 있는 패턴 혹은 다양한 프레임

워크Framework에 따라 종합하는 과정으로 넘어간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하여 좋은 니즈를 파악해본다. 

•  고객에게 절실한 것인가?

  -  사용자와 니즈와 관련된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pain point을 이야기할 때 사

용자의 집중도 혹은 흥미도(에너지 레벨) 등이 높아지는가?  

  -  사용자들이 다양한 대안 혹은 차선책Work around들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

는 의지를 보이는가?



120  |  사회적기업가를 위한 디자인접근법



제4장 자료의 분석과 해석Interpret and Synthesis  |  121

•  심층적인 이해로부터 나온 것인가?

  -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고객을 파악하였는가?

  - 다른 니즈와 비교하여 확신이 드는가?

  - 더 이상의 Why 질문이 필요 없는가?

•  공감을 끌어내는가?

  - 감정이입이 되었는가?

  - 유사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  기존의 고정관념과 다른가?

  - 문제의 재해석에 공감하는가?　　

  - 기존 것과 차이가 있는가?

•  핵심요인Edge이 잘 표현되어 있는가?

  - 함께 참여하지 않은 대상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가?

  - 구구절절한 추가 설명 없이 느낌이 전달되는가?

•  전반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인가?

  -  어려운 점Pain Point의 발생 시점뿐 아니라 모든 경험을 고려한 것인가?

  - 니즈Needs 발생의 맥락Context을 잘 표현하고 있는가?

  -  고객 경험의 각 단계에서 파악되는 니즈와 잘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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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니즈 그룹화 및 다발 짓기(Grouping & Clustering needs)

  

앞의 ‘팩트의 그룹화 및 다발 짓기’에서처럼 그룹화는 일차적 수준에서 유사

성이 있는 것끼리 묶어 그룹을 만드는 것이다. 클러스터링은 니즈의 의미, 기준, 

맥락적 상황에 맞게 고려하여 유사성이 있는 것끼리 묶는 것으로 단순 분류 이

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분석과정에서 도출된 세부적인 니즈를 핵심적인 키워드나 테마의 형태로 정

제하고 재구성하는 단계로서 통상적으로 프레임워크를 많이 활용한다. 

하나의 작은 니즈만을 보고 그것에 대한 솔루션Solution으로서 아이디어를 도

출했을 경우, 총체적인 니즈에 대한 해결이 어렵다. 하지만 종합적인 니즈를 바

탕으로 아이디어를 내면 더 많은 사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프레임 작업이 도움이 된다. 

아래는 추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에 따라 프레임 작업을 한 예이다. 도구와 

도구의 대상인 숲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묶을 수도 있지만 벌목공이라는 구

체적이며 실제적인 개념으로 묶을 수도 있다. 

[그림 27] 프레임 작업(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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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심 니즈 찾기(Finding Key Needs)

실제 사용자와 기업이 느끼는 차이는 아래 표와 같이 무척 크게 나타난다.

일반적인 정성조사는 고객들이 말하는 팩트를 바탕으로 통찰력 있는 의미

를 도출하는 것에 그친다. 하지만 디자인 접근법Design Thinking은 고객이 말하지 않

거나 말하지 못한 것에서도 통찰력 있는 의미Insight를 발견해내는 등 고객의 잠재

적인 니즈Needs를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보들 사이의 공통점, 

차이점, 관계를 탐구하고 그 속에 가진 시사점을 발견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으

로 주제를 볼 수 있도록 해준다.

디자인 접근법을 통해 발견한 다양한 니즈 중에서 프로젝트를 이끌 만한 핵

심 니즈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에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니즈로 현

재 시장의 제품이나 서비스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니즈를 선택한다. 조사

한 내용을 기반으로 각 정보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자료 간의 패

턴과 연관관계를 찾음으로써 프로젝트의 중요한 이슈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28] 사용자와 공급자의 인식 차이

출처 : Bain & Company. Closing the delivery gap.

companies who believe 
they deliver a superior 
experience

customers of those  
companies who agree

experience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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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탐스와 같은 회사가 등장하면서 공정무역 같은 사회적 현상이 트렌드

가 되고 있다. 이런 트렌드를 쫓아갈 수도 있지만 이미 형성된 시장의 트렌드를 

쫓아가는 후발주자가 되어서는 혁신을 이루기 힘들다.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찾

을 수 있는 마이크로 트렌드에 주목해야 한다. 마이크로 트렌드는 시장에서 일

반적으로 살펴볼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므로 이러한 흐름이나 인식의 변화를 감

지하기 위해서는 문화인류학적 접근 방식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요즘의 사용자는 기존의 방식에 기초한 이성적 설득 방법으로는 관심을 

끌기가 어렵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들의 감정을 파악하고 필요한 가치를 찾

아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 Step 3에서는 팩트, 니

즈Needs 등을 구체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정리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STEP. 3

구체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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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인드 맵(Mind map)

관련된 팩트를 마음껏 펼쳐보자, 예상하지도 못했던 숨어 있는 관계, 흥미

롭고 놀라운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을 다시 요약하고 관련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

조하기 위한 기회를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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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 유형 분석(Customer Analysis)

우리가 제공할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사람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떠

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지 판단하

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 고객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고객 유형을 분

석해 본다. 

다음의 고객 분석지표를 기준으로 고객 데모그래픽과 고객 프로파일을 작

성해 본다.

•  고객 분석 지표

  - 물리적 특성 : 사용자의 나이, 성별, 사는 지역, 신체적 특성 등

  - 심리적 특성 : 사용자의 태도, 동기, 선호도, 만족도 등

  - 경험 및 지식 : 서비스 이용 여부, 이용기간, 이용횟수, 관련 지식 등

  -  이용 행태적 특성 : 평소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서비스 이용순서, 이

용상 특징 등

•  고객 데모그래픽 : 데이터 지표시스템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집한 

고객데이터를 활용해 표로 만들어본다. 대상 서비스를 어떤 성별이나 연

령층이 많이 사용하는지, 또한 취약한 계층은 어떤 부분인지 파악할 수 

있다.

•  고객 프로파일 : 실제 예상되는 고객 또는 고객 그룹을 좀 더 구체적으

로 이해하기 위해 직업, 나이, 성별, 가족환경 등 특성을 정의한다. 일반

적인 데모그래픽보다 상세하게 고객을 살펴보고 서비스에 대한 깊은 통

찰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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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와 이해관계자 여정지도(User journey map)

  

터치 포인트(고객과 제공자 간의 접점)와 고객과 직접 만나지 않지만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체험하는 부분의 합을 시계열적으로 순차적으로 배열한 

것이다.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정을 시각화하는 방법이다.

사용자의 활동을 시간 순서에 따라 플로어차트flow chart를 그려보고 각 과정의 

불만pain points과 문제들을 찾아본다. 경험적인 정보를 통해 사용자와 이해관계자

의 불편했던 점이나 좋았던 점을 떠올려본다. 관찰 대상이 만족하는 점과 그렇

지 못하는 점을 시각화하여 전체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

전체 프로세스에 걸쳐 작성해나가는 것이 좋다. 기본 자료조사 후 추론을 

통해 작성해보고, 심층인터뷰 및 관찰을 통해 앞에서 정리된 고객 여정지도를 

보완하거나 수정한다. 이때 너무 많은 데이터를 보여주려고 하면 오히려 정보인

식에 방해될 수 있다.

 Tip.  여정 발생의 맥락을 시각화한다. 

터치 포인트를 순차적으로 배열해 경로를 시각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정의 발생원인과 경험을 설명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작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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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페르소나(Persona)

페르소나의 단어적 정의는 ‘외적 인격’이나 ‘가면을 쓴 인격’을 뜻하며, 가상

의 인물들에게 가상의 캐릭터를 부여하여 구체적 실체가 있는 특정인으로 의인

화하는 방법이다. 추후에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인물을 상상하여 설명

을 붙이고 구체적인 성격적, 상황적 조건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이름 : 김착한, 취약계층’

브레인스토밍이나 고객 여정지도, 시나리오 등을 작성할 때 사용자를 대표

하는 사람을 정함으로써 논의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한다.

[그림 29] 페르소나와 고객 여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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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감지도(Empathy map)

  

공감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연민과 다르다. 공감은 내가 다른 사람이 되

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낄지 생각해보는 것이다. 공감을 통해서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행히

도 그것은 쉽지 않다. 

탐스 슈즈의 경우 광고, 홍보, 마케팅 전략은 없었지만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공감지도상의 6가지 항목을 살펴봄으로써 사용자와 이해관계자

의 경험을 예상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  생각하고 느낀 것 : 고객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상상하고 묘사해본다.

•  들은 것: 환경이 고객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 영향력을 설명한다.

•  본 것 : 고객이 처한 환경 속에서 무엇을 보는지 그 경험을 설명한다.  

•  말하고 행동한 것 : 고객이 무슨 말을 하는지 대중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

는지를 상상해보는 것이다. 

•  고충 : 고객의 불만, 두려워하는 리스크, 목표 달성의 장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본다.

•  비전 :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해본다. 

온라인상에서 공감지도를 직접 그려볼 수 있는 사이트 : http://www.in-

novationgames.com/empathy-map

시장조사는 예술이지 과학이 아니다. 감성적인 연결고리와 디자인 감수성을 살

펴보는 것을 시도하자.   - 데비 밀란, 마이크 베인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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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공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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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2 매트릭스(2×2 Matrix)

두 가지 축을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상황을 확실히 파

악하고 각 축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뽑는 것이 중요하다. 제품이나 소비자의 특

성, 제공가치, 소비 방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키워드를 찾아 양극단의 단어로부

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모든 관점을 살피되 진행과정에 있어 무엇이 가장 중

요한 것과 많이 등장한 것을 고려하여 키워드를 결정한다. 

결정한 키워드의 양쪽 축에 반의어를 찾아 높고/낮음, 고가의/저렴한, 편리

함/불편함, 자주 사용/가끔 사용, 위험한/안전한 등과 같이 정리하여 사용 가능

한 양극의 단어들을 나열한다. 

  아래는 트래블러스맵에서 고객의 니즈Needs파악을 통해 고객 세분화를 시

도한 예로 수용력과 동기부여에 따라 분류해보았다.

[그림 31] 2X2매트릭스를 활용한 고객세분화

출처 : 트러블러스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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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카노 분석 

7) 카노(Kano) 분석

도출된 니즈들이 다음 세 요인의 어느 선상에 있는지 확인해 본다. 만족을 

느끼는 기쁨요인Delight과 불만족을 느끼는 요인Must-be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은 다

르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기대-결과에 따라 만족과 불만족을 결정

하는 비례요인Primary을 더해 총 3개의 주요요인이 있다. 

생각지 않았던 만족을 느끼는 요인delight이 채워지면 기쁘지만 당연하게 생

각하고 있었던 부분인 불만족을 느끼는 요인Must-be에서는 무덤덤한 반응을 보

이게 된다. 하지만 불만족을 느끼는 요인이 충족되지 못하면 만족도를 높이기 

힘들다. 불만족을 느끼는 요인은 최소한의 필요로만 채워놓고 비례요인Primary에 

역량을 집중하되 가능하다면 만족을 느끼는 요인을 찾아 제공해주는 것이 이

상적이다. 니즈파악을 통해 고객요구수준과 고객만족수준을 살펴보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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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 펌프는 아이들이 플레이펌프에서 놀고 그 힘으로 지하의 물을 끌어올려 이 물들이 탱

크에 저장되고 사용자가 물을 사용하는 원리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2006년 플레이펌프의 설치를 위해 미화 1,640만 달러규모의 PPP(public-private 

partnership)가 형성되었으며 2010년까지 1,000만 명을 위한 4,000기 설치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2010년 가을, 실패로 막을 내렸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플레이 펌프는 사용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계획되었고 실제 사용할 대상들의 의견 반영이 되지 않은 채 실행되었다. 여자들이 운전

하기 힘들었고 아이들은 가지고 놀지 않았으며 기존의 손 펌프는 20L를 채우기 위해 28초가 걸렸

지만 플레이펌프는 3분 7초가 걸렸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무리 아이디어가 뛰어나도 수혜자 입장에

서 생각해보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이디어 생성 및 

콘셉트 도출과 현실화하기

제5장

사회혁신을 꿈꾸는 사회적 기업가도 엄연한 사업가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의 

질보다는 양을 우선시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도출된 아이디어 중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최적의 아이디어들 선별하여 비즈니스 콘

셉트를 잡는다. 비즈니스 콘셉트를 프로토타입화한 후, 사용자와 이해관계자가 프로토타

입을 보거나 사용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느낀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모아 실현 가능성을 확

인하고 수정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시킨다.



목표(GOALS)

발견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한다. 더 높은 수준의 사용자 

만족과 변화를 위해 아이디어를 결합·분해 및 정제·통합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하여 

비즈니스 콘셉트를 도출하고 사용자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한다.

결과물(OUTPUT)

•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도출의 기준점이 되는 디자인 원칙(Design 

Principle). 확산적 사고를 통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

•  다양한 아이디어들의 결합·분해 및 정제·통합 과정을 통한 사업화 가능 비즈니스 

콘셉트 

•  아이디어와 콘셉트를 토대로 스토리텔링, 롤플레이, 프로토타입 등을 통해 

사용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을 전달하고 끌어내는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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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에 생각을 더한다. 선행 자

료를 근거로 하되 형식적이고 도식화된 과거 프레임이나 기존 사고방식에 의한 

형식적인 아이디어 도출은 지양한다.  진정한 고객의 감정과 입장Empathy에서 고

객의 니즈의 본질을 충족시킬 수 있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끌어내야 

한다.  내용의 질이나 현실성 여부를 떠나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모두 모아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다양한 아이디어는  새로운 솔루션Solution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1) 디자인 과제(Design Challenge)

탐색Explore을 통해 도출된 니즈Needs를 아이디어 도출의 기준점이 될 만한 질

문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STEP. 1

아이디어 생성 및 콘셉트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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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를 먼저 정하고 더 많은 아이디어 도출Ideation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의 질문을 만들어 아이디어 도출 과정을 진행한다. 

파악된 니즈Needs를 해결하거나 충족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 할 수 

있을까?’라는 문구형태로 전환한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하기 위한 이러한 

과정을 디자인과제Design Challenge를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니즈 : 00공원 앞의 보행이 편리했으면 좋겠다.

  →  디자인 과제 : 어떻게 하면 00공원 앞의 보행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  니즈 : 매일 옷을 쾌적하게 입었으면 좋겠다.

  →  디자인 과제 : 어떻게 하면 매일 옷을 쾌적하게 입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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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언급되었지만 도전적이면서도 사용자의 맥락을 잘 파악한  니즈의 

도출은 매우 중요하다. 니즈가 인간 본연의 근본적이거나 너무 일반적인 욕구 

혹은 한정적이거나 기능적인 문제와 관련되면 창의적이면서도 새로운 아이디

어 도출은 어렵다. 아래 예시와 같이 너무 근본적이거나 한정적인 니즈 도출은 

지양하여야 한다.

•  인간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면 좋겠다 : 너무 광범위하면서도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니즈이다.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좀 더 범위를 좁히

고 구체적인 니즈의 형태로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  디스크 드라이브의 꺼내기 기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안정감이 해소되

면 좋겠다 : 지나치게 사소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면 되므로 디자인 접근법Design Thinking을 적용할 실익이 없다.

 Tip.  사랑받고 싶다든지 돈을 벌든지 하는 너무 광범위하거나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의 니즈나 사소한 기능해결의 니즈는 지양한다. 

도전적이면서 고객들의 입장에서 진정 고객들이 바라는 니즈의 

창의적인 솔루션(Solution)을 모색한다. 하지만 고객들은 그들이 

진실로 원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을 수 있다. 깊이 숨어 있는 고객의 니즈를 발견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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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도출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순서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순서

•  사회자 정하기 : 꼭 팀의 리더일 필요는 없다. 활력이 넘치며 경청을 잘하

는 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  주제 명시하기 : 앞서 정한 디자인 과제Design Challenge를 활용하여 명시한다. 

조금 더 세분화한다면 더욱 활발한 토론을 끌어낼 수 있다.

•  아이디어 도출하기 : 무작위로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키워드를 가능한 

많이 끌어낸다.

•  결과 나누기 :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쉬우므로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어 

가지고 다음 역할을 정해본다.

(2) 방법

•  질문하기 : 자연스럽게 의견이 나오지 않을 때는 ‘어린이들이 이용한다

면?’, ‘기존 A제품과 결합한다면?’ 등의 다양한 질문을 통해 주제를 확

장, 변화시켜본다.

•  무엇이든 적기 : 팀원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어리석거나 이

상한 것조차도 모두 기록한다.

•  시간 제한하기 : 시간제한을 통해 아이디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시간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의 수를 제한해보는 것도 좋다.

 Tip.  처음엔 핵심기능에 집중하고 감정적인 요소, 마케팅적인 요소 등으로 

범위를 바꾸어 놓치는 부분을 줄여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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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랜덤 링크(Random Link)

임의 또는 무작위의 사물로부터 속성을 찾아내어 주제와 연결하여 아이디

어를 내는 방법이다. 다양한 이미지를 카드로 만들어 준비하고 이미지카드에서 

연상되는 단어를 포스트잇에 적어본다. 적어놓은 특징을 디자인 과제에서 정

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와 하나씩 연결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

창조는 점과 점의 연결이다.   - 스티브 잡스

[그림 33] 랜덤링크(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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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혁신하기(Innovating)

고객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탈바꿈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데에는 혁신이 필요하다. 일상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모든 인적 물적 

요소를 새로이 결합하는 것으로 창조적 혁신, 통상적 혁신, 틈새시장 창조, 혁

명적 혁신으로 나눠 접근할 수 있다. 

다양한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현재 기존의 창조적·통상적 혁신보다 틈

새시장을 찾거나 혁명적으로 혁신하는 사례가 중가하고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당신이 가동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네

트워크 활용을 염두에 두고 아이디어를 끌어낸다면 사업의 실행에 가속도를 붙

일 수 있을 것이다.

•  창조적 혁신 : 새로운 기술과 생산체계로 새로운 시장, 고객과의 연결 창

조(예 : 포드의 T형 모델)

•  통상적 혁신 : 기존의 기술과 생산체계를 발전시켜 기존의 시장과 고객

관계를 강화(예 : 종신고용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제품개선 및 공정혁

신 - 대량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고품질을 유지하는 생산 판매 

프로세스 설계)

•  틈새시장 창조 : 기존의 기술과 생산체계를 결합 또는 세련화, 새로운 시

장창조 또는 판매 조직 강화 또는 기존의 유통채널 결합 등을 통해 새로

운 시장 창출(예 : 소니의 워크맨)

•  혁명적 혁신 : 기존의 기술과 생산체계를 전면적으로 파괴, 기존의 시장

과 소비자와의 연결을 강화(예 : GM에 의한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트랜지

스터의 출현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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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CAMPER

SCAMPER는 ‘대체Substitute, 결합Combine, 응용Adapt, 수정Modify, 타용도 사용Put 

to other uses, 제거Eliminate, 순서 바꾸기Reverse’의 7가지 방법의 앞 영어스펠링을 모은 

것으로, 다양한 상상을 돕는 방법이다.

더하고 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해본다. 기존의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나열해보고 새로 생각한 아이디어와 어떻게 접목이 가능할

지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생각해보는 과정이다. 사용자와 이해관계자의 니즈

를 충족하기 위해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실제 존재하는 제품이

나 서비스를 가지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그런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불편함을 해결하고 가치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나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찾아낸다.

사용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기능들은 제거하거나 추

가해본다. 이외에도 우회, 쌓아올리기, 근본으로 돌아가기, 확대하기, 거꾸로 해

보기, 결부시키기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본다.

[그림 34] 아이디어 발상의 7가지 방법 : S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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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림으로 표현하기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용자와 이해관계자가 아이디어를 쉽

게 이해하고 활발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 너무 많은 기능을 

한 그림에 넣지 않도록 한다.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면 그리기도 설명하

기도 어렵다. 아이디어 도출 단계에서는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되 각각의 기능

을 분리하여 그려보고 최종 솔루션Solution의 단계에서는 개선과 실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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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이디어 그룹화(Grouping) 및 다발 짓기(Clustering)

앞에서 찾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에 각각의 키워드를 찾아 부여하고 키워드

에 따른 보편성과 대표성을 지닌 공통된 속성을 찾아낸다. 

공통된 속성 중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요 속성Polarizing Factor을 결정하고 유사

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속성에 따라 그룹으로 묶는다. 주요 속성 요소는 대상을 

보는 관점으로서 아이디어를 보는 시각이다. 새로운 시각에서 보면 같은 아이디

어에서 기존에는 몰랐던 가치나 속성을 찾을 수 있다. 

1) 좋은 주요 속성 요소란?

• 이해하기 쉽고 명확해야 한다.

• 대상 아이디어들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  적당한 레벨이어야 한다(너무 추상적이어서 의미가 없거나, 너무 상세해

서 지엽적이지 않게 주의).

2) 주요 속성(Polarizing Factors)의 예 

• 제품 또는 서비스Idea의 사용목적/용도 : 결제, 메모, Communication…

• 제품 또는 서비스의 속성/기술적 특성 : UI, 새로운 SMS… 

• 고객 제공가치 : 편의, 신뢰, 자부심… 

• 공간, 상황에 따른 분류 : 집, 외부, 직장…

• 사용자 세그먼트Segment : 10대, 학생, 직장인, 주부, 게이머, 실버세대…

그룹화된 아이디어들에 의미를 부여하여 새롭게 다발 짓기하고 차별화 가

능성,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참여자들이 투표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다

발을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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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아이디어 그룹화 및 클러스터링

아이디어들로부터 공통된 
속성 찾기

공통 속성에서 발견한  
의미에 따라 다른  
아이디어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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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콘셉트(Concepts) 탐색 및 도출  

 

선정된 아이디어들을 중심으로 다음의 질문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 콘셉트의 중심 요소인 필요한 사람, 장소, 물적 시설 등은 무엇인가?

• 리서치를 통한 팩트와 맥락에 기반을 둔 것인가?

• 현실적으로 기존 서비스나 시스템과 융합하거나 조율될 수 있는가? 

콘셉트 시트를 활용해 사업콘셉트의 구체적 내용을 기록하여 본다. 제품과 

서비스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기능, 사용자, 시장환경 등을 파악하여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한다. 핵심적인 개념을 이용하여 슬로건을 만

들면 기억하기 쉽다.

다음의 예처럼 아이디어 콘셉트를 한 단어 속에 넣는 것도 고객에게 인지

시키기 좋다. 

사회적 기업 교육프로그램 개발 : SAVE

Synchronized 대중의 눈높이에서

Actual 현장과 이론이 어울리면서

Vertical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는

Education for Social Entrepreneurs 교육이 필요

[그림 36] 콘셉트 표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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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콘셉트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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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이익

콘셉트 1

콘셉트 2

콘셉트 3

콘셉트4

낮은 이익

시행하기
쉬움

시행하기
어려움

[그림 38] 이익 매트리스

9) 비즈니스 콘셉트(Concepts) 개선하기 

비즈니스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정의한다. 사회적 기업도 경제적 가치를 추

구하는 기업이므로 현실적인 차원에서 지속가능 하여야 한다. 사회적 기업가는 

사회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콘셉트를 도출하는 것도 매우 중

요하다. 기존의 정보와 아이디어를 모두 모아 콘셉트를 확인하고 개선해보자.

 Tip.  아이디어에 제약이 있더라도 기존보다 더 나은 솔루션(Solution)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접근한다. 

콘셉트의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2×2 매트릭스를 활용하면 사용자와 

이해관계자를 알고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은 이익과 시행수준

에 따른 이익 매트릭스이다. 각각의 콘셉트를 해당 영역에 표시해 봄으로써 프

로젝트를 시행했을 때 어떤 아이디어가 투자한 시간대비 최상의 이익을 주는

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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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콘셉트를 실물로 구현하여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을 만들어 테스트하고 피드백 받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면서 비즈니스 콘

셉트를 수정·보완한다. 공급이 과잉되고 치열한 경쟁의 세계에서, 기능만 갖춘 

제품으로는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사용자의 감정을 자극하면서 좋

은 감정을 제공할  때 사용자 가치는 형성된다. 프로토타입 제공과 피드백과정

을 통해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고객기반을 형

성할 수 있다. 

STEP. 2

비즈니스 콘셉트 현실화하기

(Make business concept real)

[그림 39] 비즈니스 콘셉트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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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향성

사회적 기업가는 정부의 지원이나 기부를 잘 활용하면서도 기업가로서 수익

을 창출해야 한다. 창출한 수익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

기 위해서는 사업화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용자와 아해관계자들로부터 

공감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사업화 가능성이 희박하여 기존의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소외된 분

야는 사회적 기업가에게는 좋은 사회적 기업 영역이 될 수 있다. 유누스 박사는 

신용이 없어 대출을 거절하는 은행을 나오면서 “그렇다면 게임의 규칙을 바꿔

야겠군요.”라며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을 설립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 분야를 위한 사회적 제품이나 서비스가 갖추어

야 할 혁신의 예를 다음와 같이 살펴보고 비즈니스 콘셉트의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생성하여야 한다.

• 사회적, 경제적 욕구에 모두 부합해야 한다.

• 참신해야 한다.

• 기업, 민간단체, 공공 기관 등 어떠한 기관에서도 실행 가능해야 한다.

• 수치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 지속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다양한 형태로 발전 가능해야 한다.

• 가난한 계층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 그라민 은행 : 1983년에 설립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소액 대출 은행이다. 치타공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

였던 무함마드 유누스 총재가 27달러로 시작하여, 2007년 기준으로 직원 약 1만 8천 명, 지점 2,185개의 

큰 은행으로 발전했다. 2006년, 설립자인 무함마드 유누스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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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토리보드(Storyboards)

스토리보드는 각 단계의 행동, 경험 또는 교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작

품 형식을 띄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내용을 만

화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시각화한 아이디어를 가상의 스토리를 통하여 현실에 접목시켜본다. 대상

이나 상황을 바꾸어가며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각각의 아이디어가 가진 장단점

을 살펴보며 진행한다.

월트 디즈니Walt Disney와 함께 일하던 애니메이터 웹 스미스가 처음으로 스토리

보드를 사용하였으며 이후 모든 스튜디오에서 이를 사용하였다.

Who? When? Where? What? How? Why? 등 6하 원칙을 적용하여 스토

리를 전달하고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시각의 해석이 가능하다.

내용은 단순하게 구성하고 사회적 기업의 입장과 고객의 입장 등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진 다른 주인공이 필요하다. 고전적인 영웅이나 기존에 잘 알려진 영

화, 드라마 등을 패러디해도 좋다.

직원, 최고 경영자, 설립자, 기업의 이정표(성공과 실패), 오피니언리더, 협력

업체, 고객, 상품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다. 

(1) 장점

• 아이디어나 해결 방법 창출 시 유용하다.

• 통찰력 깊은 유저 피드백을 증가할 수 있다.

• 긴 설명 없이 빠르고 쉽게 경험을 전달한다.

• 복잡한 업무도 단계별로 설명이 가능하다.

• 제안된 안건에 대해 토의하고 개량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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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이너가 기회와 문제를 구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2) 단점

• 스토리보드와 사용자의 상호작용이 제한적이다(Landay & Myers, 1996).

• 참여자 모두가 양호한 그림실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 스토리보딩은 1차원적이다.

(3) 활용방법

• 어떤 스토리를 설명할 것인지 결정한다.

•  스토리와 메시지를 선택한다(스토리보드를 통해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가?).

• 캐릭터들을 설정한다.

• 전체적인 스토리를 구상한다.

• 초안을 만들고 수정하고 개선하기를 반복한다.

• 삽화는 스케치나 사진 모두 가능하다.

•  시각적 요소, 세분화 정도, 문장, 경험, 감정, 프레임의 수, 시간의 흐름 등

을 깊이 있게 생각한다.

• 문장은 짧고 잘 전달되도록 한다.

• 프레임은 6~12개가 적당하다.



[그림 40] 스토리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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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나리오 만들기 

스토리보드는 그림으로 간략한 상황을 설명했다면 시나리오는 상세한 정보

가 더해진 미래 특정 시점에 대한 배경을 기준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와의 상호

작용에 대하여 예측해보거나 탐험해보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의 특징을 세부사

항까지 의미 있게 시각화하기 위한 일종의 ‘이야기로 표현된 가정’이다. 현존하지 

않는 미래의 서비스 경험을 설명하거나 검토하여 새로운 아이디어가 지닌 잠재

적 문제점을 미리 살펴보고, 보다 자세한 서비스 상황에 대해 점검해볼 수 있다.

이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 상황, 공감적, 솔루션Solution 지향적 마인드셋 등을 

포함하여 각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를 구성해본다.

시나리오는 환경,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및 고객경험까지 다양한 정보를 연

결하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하게 된다.

시나리오 기법은 다양한 곳에서 사용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

는 ‘100세 건강시대를 이끄는 미래의료기술 전략’을 위해 의료전문가와 미래예

측, 법·제도, 사회경제, 융합기술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미래의료 원정대' 프로

젝트 팀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의료기술이 인간에게 적용하는 기술이라는 측

면에서 기술 자체보다는 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을 고려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에

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파악했기 때문에 '시나리오 기법'과 

'집단 지성 활용'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연구개발R&D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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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롤플레이(Role-play)

스토리보드나 시나리오를 등을 통해 준비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

하기 쉽게 시각화해보는 과정이다. 콘셉트를 정확하고 쉽게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단계로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을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콘셉트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서비스가 진행되는지 

등이 나타나도록 한다.

익숙지 않은 상황에 대해 경험해봄으로써 사용자와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문제를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다.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소품을 활용하도록 하고 비디오 촬영을 해서 롤플레이를 직접 할 수 없

는 상황에 대비해두자.

[그림 41] 바이맘 롤플레이
출처 : MY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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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이어그램(Diagrams)

 

다이어그램은 2차원적 기하학 상징을 이용해서 정보를 시각화하는 기술이

다. 추상적이지만 정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림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의 본질을 

간략히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살

펴보면 좋다. 다음의 7가지 기술(신병철 『통찰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달력 있

는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자.

어떤 문제와 결핍이 있는지 정확하게 찾아서 해결한다. / 건강한 의도를 갖고 충

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 문제를 재해석한다. / 새로운 개념을 만나게 한다. / 세상을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눈다. / 약점을 강점으로, 강점을 약점으로 바꾼다. / 다른 분야

에서 성공한 사례를 보고 배운다.

영국이와 준수
SAVE 교육 기관 입소

기관 : 창업 단계 및 관심도 
평가 후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 제공

TOMS Shoes 한국지사 
인턴십 체험

외식업 창업 교육 프로그램 
추가 이수

최종 서비스에 대한 전문가 
창업 검토 

(프로토 타입 검증)

교육 기간 동안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 사회적 
기업가와 창업가정신에 
대한 기초 교육을 받고 
전체 프로그램 진행 동안 
블로그와 SNS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함.

최종 전문가 창업 검토 후 
높은 수준의 평가 점수가 
나오면 창업 자금에 대한 
지원 제공

유명 국밥집과 사회적 
프랜차이즈 연계 

(프로보노/멘토링 프로그램)
1 : 1 연예인 매칭 프로그램

[그림 42] 창업교육 다이어그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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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

  

프로토타이핑은 이해와 경험을 돕기 위한 시각화하는 과정으로 간단한 시

제품을 만들거나 구현하여 아이디어의 전달과 이해를 돕는다. 도출된 콘셉트

를 생산 또는 착수하기에 앞서 그 타당성의 검증이나 성능 평가를 위해 미리 시

험 삼아 제작해보는 것이다. 프로토타이핑의 수준에 따라 저수준Low-fidelity 프로

토타이핑과 고수준Higj-fidelity 프로토타이핑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높

은 완성도를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면 수정 의지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장 중

요한 최소의 기능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나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쉽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완제품

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모형, 스케치, 동영상, 랜딩페이지 정도만 있어도 괜

찮다. 디자인은 겉모양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이해관계자의 시각에

서 그들의 경험을 제품에 담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림은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이해시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일 뿐이다. 잘 만드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빠르게 만들어보고 피드백을 받아 개선하는 데 집중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이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한다.

원고지, 테이프, 펀치, 자석, 포스트잇, 가위, 스냅 사진, 풀, 스테이플러, 마

스킹테이프, 종이클립(칼라), 글루건, 강력접착테이프, 장식용 못, 글루, 자, 마

커, 벨크로, 파이프청소용구, 빨대, 다양한 색의 고무밴드, 색상카드, 줄, 스티

커, 끈, 호일 등

시각화하고 직접 체험해보는 과정은 아이디어의 결과물을 예측하고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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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새로운 사용자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새

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고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유

용하다.

 Tip.  프로토타이핑의 결과물을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공간에 

전시함으로써 보는 이로부터 몸과 마음의 공감을 끌어내는 것도 좋다.

바이맘은 가급적 실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직접 고객에게 고수준의 프

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반응을 관찰하고 테스트를 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 사용자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추가적인 요구사항과 불편사항 등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을 조기 발견하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었다.

프로토타입을 통해 피드백을 받는 과정은 아이디어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사용자와 이해관계자의 니즈Needs를 반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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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스토리텔링이란 팩트에 감정을 입힌 것, 우리가 일상에서 누구나 하는 이야

기를 말한다. 팩트와 경험 그 자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팩트와 경험이 가져

다준 변화와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한다. 스토리텔링은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강력한 프레임이 될 수 있으며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좋은 스토리는 청중을 사로잡는다. 스토리는 상대방에게 ‘이미지’를 그리게 

하여 ‘공감’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스토리를 구상하는 것만으로도 비즈

니스콘셉트에 대한 사고와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딜라이트는 정부

가 보조금을 지급하여도 실제 보청기를 사지 못하는 수많은 난청인의 어려움을 

스토리로 표현하였고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낼 수 있었다.

출처 : 딜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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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영상 만들기(Make a video)

프로토타입의 내용에 대한 적합성, 실현 가능성, 지속성에 대한 검토를 통

해 생각을 정리하고 프로토타이핑한 제품이나 롤플레이 등을 토대로 가상 시

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비디오로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디오는 사용자와 

이해관계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뿐만 아니라 다

음과 같은 효과도 있다.

•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관찰된 것들과 이해한 것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준다.

•  실현 가능성과 아이디어의 질을 향상시킨다.

•  조사자의 관점을 재조명하고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준다.

•  앞으로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Tip.  새로운 서비스의 경우 사용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인지시키기가 

어렵다. 이럴 때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연하는 데모 동영상을 

만들어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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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테스트하기(Testing)

  처음 계획했던 것이 현실에 부딪혔을 때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문제의 본질과 거리가 있는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진행하느라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사용자와 이해관계자의 피드백feedback이 필요하다. 

고객, 생산자, 사용자, 도매업자, 후원자 등 폭넓은 사용자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킨다. 성능, 내구성, 디자인, 브랜드, 고객서비스, 기획, 개발, 부품공급, 

마케팅 등 모든 영역으로 고객의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사용자와 이해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인다.

대상자를 만나기 전 테스트로부터 얻고 싶은 정보에 대한 리스트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여 실제 테스트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표 5] 테스트를 위한 질문 리스트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 전

설명이 잘 이해가 되는가?

설명을 듣거나 제품을 보는 것만으로 사용하고 싶은가?

누구를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라고 생각되는가?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 중

사용 중에 어려움은 없는가?

테스터에게 맞는 제품인가?

사용목적이 명확하게 느껴지는가?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 후

언제, 어디서 사용하겠는가?

추천해줄 만 한가?

누구에게 추천해주겠는가?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추후 정교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킨 후에도 사용자들에게 다시 한 번 

정교한 프로토타입 등을 통하여 피드백을 받도록 한다. 

실험이 많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다.   ― 에머슨



[그림 43] 프로토타이핑 테스트계획
출처 : http://www.nesta.org.uk/sites/default/files/prototyping_toolkit_testingpl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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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피드백 모으기(Gather feedback)

피드백은 고객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다. 프로토타입, 스토리보드, 롤플레이 등 준비한 것을 가지고 사용자와 이해

관계자에게 보여주고 테스트해봄으로써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 사용자의 니즈

에 부합하게 잘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

른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프로토타입에 즉시 반영하여 재설계하여 신속하게 진

행한다. 

다음은 새로운 솔루션Solution을 모색하는 개념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여

러 가지 콘셉트와 피드백에 따른 결과를 서로 접목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솔루

션을 모색해보자.

정말로 좋은 디자인을 원한다면 제품을 이해해라. 과연 어떠한 제품인지 진정으

로 고민하고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 스티브 잡스

[그림 44] 콘셉트와 피드백의 결합을 통한 솔루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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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접근법의 여러 과정을 통해 가지게 된 솔루션을 소외된 계층을 포함한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실행 단계다. 앞에서 이해한 사용자와 이해관계자들의 니

즈를 비즈니스 운영 전반에 걸쳐 조화롭게 적용시키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전달하는 단

계에서도 사용자와 이해관계자와 계속 소통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피드백 

받고 지속해서 보완하는 일을 수행한다.  

“성공하는 스타트업은 자원을 다 써버리기 전에 여러 번 충분한 개선과정을 반복할 수 있

는 스타트업이다.”   - 에릭 리스



목표(GOALS)

인적 자원을 확보,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화, 자본조달 등을 통해 실제 사용자와 이해

관계자에게 효과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현실화된 방법을 찾는다.

결과물(OUTPUT)

사회적 기업가로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데 필요한 

역량이 확인된 구체적 비즈니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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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단

순한 아이디어나 열정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당신의 열정을 포함한 역량을 점검

하고 키워 가자. 제3자의 입장에서 당신이 사회적 기업가로서 객관적으로 성과

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을 만한 증거를 확인하고 준비한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친다. 알은 하나의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

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다.   - 『데미안』(1919), 헤르만 헤세

STEP. 1

요구역량 점검(Identify required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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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불운, 극심한 반대와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비전

과 창조성, 고집, 강인함을 지켜나갈 준비가 되어있는가?

창업자들은 자신의 능력과 아이디어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창업자 자신의 판단뿐만 아니라 팩트에 기초한 외부의 시선 속에서 창업자의 역

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장점과 경쟁력은 무

엇인지 팩트에 기반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그중 창업자의 열정은 기부자, 투자자로부터의 수익을 창출하고 사회적 가

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필수요소다. 열정 자체를 문서화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기업가로서 능력을 입증하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역량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가 자신에 대한 SWOT분석을 아래 양식을 활용해 작

성해본다.

[그림 45] 사회적 기업가 SWOT분석 

SWOT

기회(Opportunity)

사업과 연계된 기회는?

위협(Treat)

나쁜 영향을 주는 요소는?

강점(Strength)

자신 or 타인이 보는 

창업자의 강점은?

기회를 살리고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

강점을 살리되

위협을 줄이는 

전략

약점(Weakness)

자신 or 타인이 보는 약점은?

기회를 살리되

약점을 감안하는

전략

위협과 약점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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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가Social Entrepreneur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고,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 전 세계 사회적 기업가들의 모범이 되는 인물인 빌 드레이튼Bill Draton이 설

립한 아쇼카 재단은, 1981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70여 개국 3,000여 명의 아

쇼카 펠로우Ashoka Fellow를 통해 사회혁신을 이루어 내고 있다.

아쇼카 펠로우란, 아쇼카 재단에서 선정하는 사회적 기업가로 눈에 보이는 

프로젝트보다 그 프로젝트를 행동으로 옮겨서 현실화해내고 있는 기업가의 열

정에 투자한다. 다음의 선발 기준을 참고하여 스스로 체크해보고 그렇게 답한 

이유를 생각해본다.

[표 6] 아쇼카재단의 사회적 기업가 평가리스트

창조성

• 목표선정 창조성.

• 해당 분야에서 여러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는 선견지명.

• 문제 해결 창조성.

•  어려움에 부딪쳤을 때, 사람들이 여러 차례 조정과정을 거치고 그 어려움 가운

데서 창조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

기업가적 

자질

• 진심으로 아이디어를 좇는 사람인가?

• 평생에 걸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인가?

• ‘어떻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가?

• 그 사람이 얼마나 현실적인가?

아이디어

• 아이디어의 사회적 영향.

• 아이디어가 그 자체의 힘으로 널리 퍼져 나갈 만큼 훌륭한 아이디어인가?

•  그 아이디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또 얼마나 중요한 영

향력을 행사하는가?

윤리적

 소양

• 진정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사람과 함께라면 마음을 놓을 수 있겠는가?

•  배심원단제도와 그 사람의 본성을 끌어내 반응을 살핌. 

최종적으로 ‘이 사람과 이 아이디어가 한데 어우러진다면 그 분야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구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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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더십(Leadersihp)

팀원과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의견을 조율해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

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함을 깨달았을 것이다. 실제 사업이 본격화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인해 심리적인 부담감이 커지면서 충돌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자발적으로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가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지시하는 형태로 리드할 수도 있지만 각각의 팀원 역할에 맞는 권한을 부

여해주고 모든 팀원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경청하는 자

세가 필요하다.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위해, 그것이 비록 인기 없는 결정이더

라도 소통을 통해 이해시키고 팀원 간의 갈등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과 같은 잭 웰치의 리더의 8가지 필요요소를 살펴보고 어떤 부분을 더 노력해

야 할지 생각해본다. 

리더는 

•  끊임없이 조직을 업그레이드시킨다.

•  비전을 제시하여 직원들이 비전 속에서 능동적으로 일하게 한다.

•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한다.

•  공평하고 투명하여 신뢰를 받는다.

•  때로 인기 없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배짱이 있다.

•  호기심이 많아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직원들이 스스로 길을 찾게 도와준다.

•  직원들로 하여금 도전정신을 불러일으킨다.

•  직원에게 적당한 상을 준다.

출처 : 잭 웰치, 『위대한 승리』, 청림출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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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Network)

성장이 늦은 사회적 기업은 대표자가 일을 혼자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는 모방경쟁자가 많은 만큼 빠른 성장이 더욱 필요하다.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

사회적 기업 활성화

전국네트워크

• 지역별 사회적 기업 생태계 구축

• 지역사회 사회적 기업 캠페인 전개

자치단체

• 정책결정

•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회적 기업 협의회

• 사회적 기업 경영역량 강화

• 투명성·도덕성 제고

•공동사업 등 추진

정부와의 정책 협력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기구의 필요성에 의

해 2011년 사회적 기업 활성화 전국네트워크(특별조직 : 기획재정부 지정 기부금 단체, http://knsec.

or.kr)가 출범했다. 

또한 동종업을 영위하는 사회적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성장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도 (사) 재활용대

안기업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합회, 한국돌봄사회서비스협회, (사) 청소대안기업연합회, (사) 지속가능

한 관광 사회적 기업네트워크, 윤리적 패션네트워크, 한국사회적 기업문화예술 협의회, 건설사회적 기

업 협의회 등에서 진행 중이다.

[그림 46]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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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적시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것이다. 

사회적 기업 내 구성원들의 역량은 무엇이며 어떻게 시너지를 창출할 것인

지, 추가로 필요한 인적자원과 역량은 무엇이며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생각해

본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파트너십은 얼마나 구축되었으며 앞으로 더 필요한 

파트너는 누구인지도 중요하다. 가치창출의 대상자인 수혜자들과 어떻게 관계

를 맺는지를 기술해보고 목표고객, 지역사회, 사회적 기업의 구성원, 기부자, 

자원봉사자, 정부, 하청업체, 협력기업 등과도 잘 연계하고 좋은 파트너십을 구

축하여야 한다.

4) 타당성 평가(Feasibility assessment)

타당성 평가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아

래 항목들에 대해 질문해봄으로써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 및 요소

들을 확인해 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  필요하지만 현재 통제 범위 밖에서 존재하는 필요자원들은? 

•  현재 자신과 팀을 위태롭게 하는 한계상황(제약과 제한)은?

•  사업 수행과 관련되어 특별하게 보유한 자원과 권리가 있는가?

•  활용가능 한 자원(인적, 물적, 현물자원)은 무엇이며 즉시 사용가능 한가?

•  추가 확보해야 할 자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고객이 감당할 만한 가격대는 얼마인가? 

•  누가 비용을 지불하고 각각의 사용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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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  사회적 기업에서 창출된 임팩트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  가장 많이 지원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그룹은 누구인가?

각각의 항목들을 개별적으로뿐만 아니라 서로 연관지어서도 생각해본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 고객 군에 따라 제품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품에 기부금을 더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비싼 가격을 책정하면서 기부의 의

미를 확산시킬 수도 있고 취약계층을 사용자로 보고 가격을 낮추어 박리다매를 

실현할 수도 있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을 때 추가 비용지급을 정당화해주는 

더 많은 가치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보자. 

주요 수입원 외에도 다양한 부수적인 수익원과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다양

하게 제시하면서 반복적인 개선을 통해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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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은 하나의 조직이 어떻게 가치를 포착하고, 창조하고, 전파하

는지, 그 방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가는 공공부문에서 

충족시키지 않거나 충족시킬 수 없는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인식하고 찾아내어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포착한 가치를 어떻

게  창조하고, 전파할 것인지 등의 방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에는 어떤 부분에 비용이 더 들어갈지 예상에서 빗나가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기업 설립 후 현금이 부족해지면 비용을 줄여 나갈 수밖에 없게 되고 실

질적인 자금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서서히 실패로 다가서게 된다. 더 짧은 시간

에 더 적은 비용으로 유효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비즈

니스 모델을 정리해봄으로써 더 짧은 시간에 더 적은 비용으로 유효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STEP. 2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Make Busin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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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usiness Model Canvas)

최근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은 오스왈드 등이 만든 비즈니스

에 있어 가장 중요한 9개의 요소를 block형태로 만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이

다. 하나의 조직이 어떻게 가치를 포착하고, 창조하고 전파하는지 캔버스를 통

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도록 돕는다. 시각적인 구조화

를 통해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일종의 점검 도구다. 기존의 잘 알려진 기업을 대

상으로 연습하여 본 후 작성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https://canvanizer.com

를 활용해 온라인상에서도 작성해볼 수 있다). 9Blocks를 간단히 설명하면 아

래와 같으며 캔버스는 제시된 아래 그림과 같다.

1. 가치제안Value Proposition : 고객에게 제공할 차별화된 가치.

2.  고객세트먼트Customer Segment : 가치(제품이나 서비스 등)를 제공받을 대상

인 고객.

3. 채널Channel :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경로.

4.  고객관계Customer Realationship : 세그먼트된 고객과 어떤 형태로 지속적인 관

계를 유지하는 방법.

5.  수익원Trevenue Streams : 수익 창출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지속적인 수

익 창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

6. 핵심자원Key Resources : 비즈니스에서 꼭 필요한 자원.

7. 핵심활동Key Activities : 비즈니스 수행에 관련된 핵심활동.

8 .  핵심파트너십Key Partnerships :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부족한 자원이나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파트너.

9.  비용구조Cost Strucutre :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그림 47] Business Model Canvas

출처 : business Model Generation,Osterwalder, Alexander, W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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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린 캔버스(Lean Canvas)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함께 최근 린 캔버스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린 캔

버스는 최소의 비용과 투자로 우선 고객을 만족할 수 있는 시제품/시범 서비스

를 먼저 적용하여 이를 수정·보완해나가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린

스타트업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린 캔버스를 만든 에릭리스는 린 

캔버스는 가능하면 앉은 자리에서 20분 안에 한 번에 완성하는 것이 좋다고 한

다. 작성 시 잘 모르겠으면 일단 공란으로 두어도 괜찮다. 간결하게 핵심을 표

현하면서 현재 기반에서 생각해 본다. 실행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고객 관점에

서 접근하자.

1.  문제Problem : 고객들이 해결해 주길 바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 1~3가지와 

현재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방법. 

2.  고객세그먼트Customer segment : 목표고객과 이상적인 고객의 특징. 1의 문제

점들을 의식하며, 타겟 고객을 구체화. 

3.  가치제안Unique Value Proposition : 무심코 방문한 사람들을 잠재고객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분명하면서 설득력 있는 메시지. 기존의 제품과 비교.

4. 솔루션Solution : 각 문제를 최대한 검증한 뒤 뽑아낸 해결책.

5. 채널Channels : 잠재 고객과 만날 수 있는 도달 경로.

6. 수익원Revenue Streams : 수익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매출원.

7. 비용구조Cost Structure : 고정비와 변동비등 지출비용

8. 핵심지표Key Metrics : 비지니스의 진행상황을 측정할 지표.

9. 경쟁우위Unfair Advantage : 다른 제품이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특징



[그림 48] 린 캔버스(Lean Canvas)

출처 : http://www.leancanv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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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요소는 무엇인가?

누가 가장 많은 이득을 얻는가?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니즈(Needs)를 해결하는 혁신 제품/서비스

(Innovation Product and Warranty)

달성하고자 하는 임팩트(Social Impacts Mantra)

시장환경과 가용자원(Environment and Resources)

기부자와 투자자(Donors and Investors)

단계별 성과 지표

(Social Impact Baseline and Milestone)

전제조건과 기득권(Assumption and Given)

리더의 역량과 준비(Innovator’s Capacity & Readiness)

사업 운영 모델(Project Operating Model)

팀의 전문역량(PJT Team and Core Expertise)

파트너십(Partner and Collaboration)

[그림 49]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 요소

3)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Social Business Model)

사회적 기업가는 영리와 사회적 목적을 동시 추구한다. 일반 사용자뿐만 아

니라 취약계층이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활동을 포함해 생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나 린 캔버스에서 고려되었

던 요소 외에 몇 가지 요소를 추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아래의 구성요소들을 

다음 페이지에 도식화된 사회적 운영모델과 구성요소 및 사회적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모델과 연결하여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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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Social Business Model)

출처 : MY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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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이해관계자의 영역별 위치 

출처 : http://www.nesta.org.uk/sites/default/files/prototyping_toolkit_mappingscales.pdf

4) 사회적 기업 모델 체크(Mapping the social business model)

소유권, 투자, 책임, 위탁 부분을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사이에서  어느 쪽에 

더 중심을 두고 활동할 것인지 아래 표에 체크를 해보자. 이를 제품이나 서비스

를 전달과 사업을 운영할 때 중심이 되는 기준으로 잡고 염두에 두어야 할 대상

과 문제를 구체적으로 탐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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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행(Implementation) 계획 

최종목표를 달성하는 중간 단계로서 가시적인 이정표를 세우고 각각의 이

정표의 완성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목표(성과지표)를 수립한다. 실제 실행과정

에서 많은 변수가 발생하지만 목표(성과지표)를 실행 방향을 잡아가는 준거점

으로 활용하면서 다양한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지표는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쉽게 수치화한다. 예를 들

어 “한 달 뒤 고객 수를 추가 확보하겠다.”보다는 “한 달간 5%의 고객을 늘리겠

[그림 52] 실행계획표

점진적 

혁신

1단계(목표 날짜 00월 00일)

2단계(목표 날짜 00월 00일)

3단계(목표 날짜 00월 00일)

4단계(목표 날짜 00월 00일)

정성적 목표

정성적 목표

정성적 목표

정성적 목표

정량적 목표

정량적 목표

정량적 목표

정량적 목표

자본, 네트워크 
관리계획

자본, 네트워크 
관리계획

자본, 네트워크 
관리계획

자본, 네트워크 
관리계획

기타

기타

기타

기타

획기적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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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와 같이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으면 좋다. 정성적·정량적 핵심지표를 지

속적으로 업데이트 시켜줌으로써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솔루션Solution, 계획 등을 시간별로 계획하며, 점진적인 혁신은 일

정의 초기에, 획기적인 혁신은 후기에 둔다. 투자 받은 지원금이나 네트워크 등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어떻게, 어느 정도를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도 

고려해본다.

스타트업은 한 가지 지표에만 집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해당 지표가 무엇인지 판

단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무시해야 한다.   - 노아 케이건

6) 영향(Impact) 평가

사회적 기업은 단순히 수익으로만 가치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경제적 가치

와 더불어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치가 더욱 중요할 

수 도 있다. 

다음의 질문들에 대한 영향을 마인드맵의 형식으로 만들거나 긍정 혹은 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용자와 이해관계자를 나열해 봄으로써 영향

에 대한 평가를 생각해본다.  

•  당신의 사업을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얼마나 많은 고객(수혜자)이 

어떠한 혜택을 얻는가?

•  당신의 고객(수혜자)이 경험하는 변화는 무엇이며 그들은 무엇이라고 표

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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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션Solution의 전체적인 가치를 긍정적으로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까?

 

사회적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아래 표를 참고해 사회

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가치를 추정해본다.

[그림 53] 사회적 투자수익률(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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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규모 모의실험 반복(Plan mini-pilots & iteration)

가끔은 혁신을 추구하다 실수할 때도 있다. 하지만 빨리 인정하고 다른 혁신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 스티브 잡스

소규모 모의실험의 반복을 통해 있으면 좋은 기능과 필요 없는 기능을 나

누어 필요 없는 부분은 즉시 제거하고 선결 기능이 아니라면 필요 시 볼 수 있

도록 따로 적어둔다. 

너무 많은 기능을 준비했을 때 비용낭비가 일어날 수 있고 눈에 띄게 좋은 

솔루션보다는 약간 개선된 정도의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 불필요한 낭비를 줄

여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최소요건제품Minimun Viable Product을 만들어 실제 사용

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사업을 추진할 때 아웃소싱, 전문 인력 투

입 등을 고려하여 일의 추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기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얻고자 하는 답

과 핵심 질문은 무엇인지, 소규모 모의실험의 성공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미리 계획해본다.  

다음 장의 워크시트를 활용해서 아래의 항목들을 반복적으로 확인한다.

•  상황(누가, 어디서, 언제) 및 시간 :  적은 비용, 적은 투자로 이 솔루션을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2주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  자원 : 이 솔루션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원(사람, 자금, 허가)는 무엇

인가?

•  질문 : 이 콘셉트와 이것이 고객에게 얼마나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핵심 질문은 무엇인가?

•  성공 여부 측정 방법 : 솔루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누구에게 성공적인가?





[그림 54] 소규모 모의실험 계획 워크시트

출처 : HCD 인간중심디자인 툴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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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습 계획(Learning Plan)

사회적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고 사용자에게 서비스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

성을 가지고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노하우를 학습해야 한다. 실제로 더 많은 

피드백을 받고 학습할 수 있는 것은 아이디어의 실행단계보다는 사업을 시행

한 후다. 실제 사업이 시작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배우고 노력해

야 한다. 기존에 준비한 귀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제 사용

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피드백을 지속해서 받는 것은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

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더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비용의 낭비 없이 전달

될 수 있도록 한다.

성공한 기업의 경우 초기모델이 좋았던 경우도 있지만 자원이 고갈되기 전

에 반복개선을 수행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팀원(또는 직원)들은 전문가의 입장보다는 사용자, 실험자의 입장에서 학습 

문화를 구축하고 개별의 일을 진행할 때 자원을 효율화하고 낭비를 줄일 수 있

도록 개선해 나간다. 

지난주에 알게 된 것과 완료된 것, 실제 진행여부 등 현재 상황을 학습하고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빨리 학

습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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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상식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화하던 시대는 지났다. 사람은 가장 중

요한 혁신의 원천이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보

다는 진정으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

다. 사람들의 니즈를 먼저 알아내어 사업화한 선도사용자의 창업은 일반 창업

자와 비교하여 투자성과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람에 기초한 혁신은 더 

이상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가도 사람인 사용자와 이해관계자를 제대로 이해할 때 훌륭한 혁

신을 이루어 낼 수 있다.  

사회적 기업가로서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여러 가

지 아이디어를 내보자. 이 책은 이론서가 아닌 실행을 위한 책이다. 많은 부족

한 점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로 인한 자원과 시간의 낭비를 줄이면서 혁

신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사회적 기업가가 되는 데 보탬이 되었다면 매우 큰 기

쁨이 아닐 수 없다.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단 한가지는 두려움 그 자체이다.   

-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시작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디어를 세상 밖으로 꺼내 사회에 가치 있

는 일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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