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 i t l e



타겟 선선

“ 선선선 선선 , 선선선 선선선선 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 , 선선 , 선선 선 선선 선선 선

선선선 선 선선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선 .



자취선

우리주변에쉽게만날수있는대학생들중자

취를하고있는친구들의다양한고민과문제점

들에대해인식하고, ‘ 선선선 ’ 선 선선선선 선

선선선 선선선선선 선선 .



공감하기

디자인 사고 5 단계

문제정의하기 아이디어내기 프로토타입 시험하기
EMPATHIZE DEFINE IDEATE PROTOTYPE TEST



공감하기 문제정의하기 아이디어내기 프로토타입
EMPATHIZE DEFINE IDEATE PROTOTYPE

선선선선 선선선선 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 선선선선 선선선 선선선 ,
선선 선선 선선 선선선선 선선선선 선선선선 선선선선선 .

1.   공감하기 [ EMPATHIZE]

시험하기
TEST



공감 선선선 1

•자취생으로서 청소를 잘 안 한다
•배수구 청소가 미약하여 집에 악취가 남아 있다.
•집에 습기가 많다

•냄새가 쉽게 빠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겠다.
•배수구의 청소가 쉽게 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한다.
•악취의 원인을 알아내고 그 악취를 제거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머리를 긁고 있었다.
•팔짱을 끼고 갸우뚱하며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배수구를 더 쉽게 깨끗이 청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겠다.
•배수구의 찌꺼기를 잘 버릴 수 있도록 해야 겠다.



공감하기 문제정의하기 아이디어내기 프로토타입
EMPATHIZE DEFINE IDEATE PROTOTYPE

선선 선선선선 선선선선 선선선선선선 선선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선 .

2.   문제정의 [ DEFINE]

시험하기
TEST



“  선선선선선 선선선 선 선선 선선 선 선선 선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선선 선선선선 ,

선선선선선선 선선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 선 선선 선선선 선선선선 ! ”

문제정의하기
DEFINE

1차문제정의



1선 선선선선 선 선선 선선선선 선선선선 선선선선 선선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선선

‘ 선선 ’ 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선선선선 선선선선선 선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선선 선선

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선 .

1선 선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



“  선선선 선선선 선선선선 선선선선선선 선선선선 선선선 선선선선

선선선선 선선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선선 . ”

문제정의하기
DEFINE

2차문제정의

자취생들은주방관리에익숙하지않아이물질이쌓인배수구를통해

세균과집안악취의원인이된다.



공감하기 문제정의하기 아이디어내기 프로토타입
EMPATHIZE DEFINE IDEATE PROTOTYPE

선선선 , 선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선선 선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선선선 선선선 선선선 .

3.  아이디어내기 [IDEATE]

시험하기
TEST



기존선선선

선선선 선선선선 선선선 선선선선 선선 선선선선

선 선선선선선 선선 선선선선선선 선선선선 선선

선선선선 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 선선선

선 선선선선 선선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선선 .



다양한선선선 선선

선선 선선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

선선 선선선선 선선선선선 . (선선선 선선 , 선선선선 선 선 )



자동선선선

선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선선 선선선 선선 선선

선선 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선 . 선선선 선선 선선

선 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선 , 선선선 선선

선 선선선선 선선선 선선선선선 선선선 .

(선선선 선 선선선 선선선선 선 , 선선선선 )



일본의선선

선선선선선 선선선선 선선선 선선 선선선선 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 선선선선 선선 선 선선 선선선

선 선선선 선선선 . 선선선선 선선선선 선선선 선

선 선선선 , 선선 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 .



키친아트선선선

선선 선선 선선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

선선 선선 선선 선선선 선 선선 선선선 선 선선

선 선 선선선선 . 선선선 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

선선선선 선선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 .



벤치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 선선선선 선선선선 선선 선

선 선선 선선선선 선선선선 . 선선선선 선선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 선선선선 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 .



총선선

선선 선선선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선선 선선선 ,

선선선선 선선선선 선선 선선선선 선선선 선 선

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 ,



공감하기 문제정의하기 아이디어내기 프로토타입
EMPATHIZE DEFINE IDEATE PROTOTYPE

1선 , 2선 , 3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 .

4.  프로토타입 [PROTOTYPE]

시험하기
TEST



재료:  선선선 선선 선선 , 선선선 선선선 선선 선선 선선 , 선선 , 선선 , 선 선

선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선선 선선선 선선 선선 선 선선 선선선선

선선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선 .

1선 선선선 선선



양쪽의선선선선 선선 선선선선 선 선 선선선선 선선선 선 선선선 선선 선선선선 선선선

선 선선 선선선선 선선선 선선 선선선선 , 선선선 선 선선선 선선선선 선선 선선선 선 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선선 선선선 선선선 . 

1선 선선선 선선
선선선



2차 프로토 타입

재료:  선선선선 선선 , 선선 , 선선 , 선선 , 선 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 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 선선 선 선 선선 선선선선

선선 .

2선 선선선 선선



2차 프로토 타입

철사를선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 선선선 선선선선 선선선 .2선 선선선 선선
한계점



재료:  선선선선 선선 , 선선 , 선선 , 선선선선 선선선 , 선선선 , 선선 , 선선선 , 선 선

선선선선 선선선 선선선선 선선선선 선선 선선선선 선선선 선 선 선선선 선선 , 선선선선

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 선선선선 선선 선 선선 선선선 선선선선 선선선 .
3선 선선선 선선



2차 프로토 타입

3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

선선선선선 선선선

선선선 : 선선선 선선 선선선 선 선선

선선선선 선선선선 선선 . 선선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 선선 선 선선 선 선

선 . 선선선 선선선 선선선선 선선선 선선 .

선선선 : 선선선선 선선선선 선선선 선 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 선

선선선 선 선선선선 . 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선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 선 선 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 선선선선 선선 선

선



재료:  선선선선선 선선선 , 선선 , 선선 , 선선선선 선선선 , 선선선 , 선선선 , 선선 , 선선선 , 

선 선

3선 선선선 선선선 선선 선선선선 선선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 선선 .

4선 선선선 선선



재료:  선선선선선 선선선 , 선선 , 선선 , 선선선선 선선선 , 선선선 , 선선선 , 선선 , 선선선 , 선 선

선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선선 선선선 선선선선 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선선 선선 선선 선선선선

선선 선선 선선 .

5선 선선 선선



공감하기 문제정의하기 아이디어내기
EMPATHIZE DEFINE IDEATE

선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선선선 선선 선선선 .

최종결과 Final 

시험하기
TEST

프로토타입
PROTOTYPE





활동을 선선 선선 선

“ 다양한방식의문제해결능력배우는기회”

각각의다른과친구들과만나고민하고작업을진행하면서디자인과내에

서만으로는생각하지못했던해결방식에대해배울수있었다. 무엇보다나

혼자서진행하는것이아니라조원들과도소통하며서로의의견을듣고이

해하며진행하는과정들이, 문제해결함에있어서또다른중요한부분임을

느낄수있었다.

“ 깊은생각을하는시간”
처음에는적정기술이어떤것이지잘모른상태로배우게되었다. 그러면서

내가평소하지못한깊은생각을함으로써조원들과나누는시간에서많은

발전이있었다고생각한다. 아직많이부족하지만나보다는우리라는이름

으로지금은하나가되어있는느낌이다. 인도가고싶다화이팅

실제로제작을하면서생각보다어려운점이많았는데그중에서시중에나
온제품의기능을구현하는것이굉장히힘든일이라는것을알았다.

“ 생각에서현실로적용하는법을배우는수업”

살면서불편한점을매순간마다생각하지만그것에대해서심각하게고민하
고해결하려고하지않았는데이번기회를통해우리가가진문제를해결해
나아가는과정을배웠다. 
그리고이번활동을하면서주변사람들의이야기를잘듣고공감하는법을배
워간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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