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4185: Design Thinking for Innovation
강의시간
담당교수
전화번호
이메일

: 금 6-8 교시
: 서 길 수
: 02-2123-2522
: kssuh@yonsei.ac.kr

강의실
면담시간
연구실
담당조교

:
:
:
:

경영관 B203 호
화 10:00-12:00am 또는 약속
경영관 609 호
김기현 (2021311189@yonsei.ac.kr)

수업 목표: 비즈니스 환경의 예측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면서, 조직은 불확실성을 적절히 탐지하여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리더를 요구합니다. 리더십은 창조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다양한 팀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동기를 부여하고,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기술과 프로세스를 도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의성과 혁신은 개인적 성향뿐만 아니라, 문제에
접근하는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인 방법론을 통해 증대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적 사고는 조직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이 과목에서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실제적인 문제를 탐구하고, 창의성과 혁신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디자인적 사고와 적절한 기술 도구 세트를 활용하여,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및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 수업은 스튜디오 클래스로 운영되며, 실습으로
구성된 디자인 워크샵을 통해 비즈니스 솔루션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스튜디오 워크샵을 통해
본 수업에서는 다음의 두가지 Learning Goals 을 추구합니다.


창의력 향상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선수과목: 없음
수업방법: 사전면접을 통해 다양한 전공에서 창업에 관심이 있는 20~30 명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4~6 명으로 구성된 조를 구성하고, 비즈니스 아이템 선정, 비즈니스 계획서 제안, 서비스 기획서 작성,
최종계획서 완성을 목표로 매 주 스튜디오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 창업 관련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을 듣거나, 사업계획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 교재: 다양한 원천에서 발췌된 사례와 논문들






이제는 디자인 씽킹의 시대, Kolko, Harvard Business Review Korea, September 2015.
Learning from Extreme Consumers, Avery and Norton, Harvard Business School, January 2014.
An Anthropologist Walks into a Bar…, Madsbjerg and Rasmussen, Harvard Business Review,
March 2014.
고객의 ‘해결과제’를 파악하라, Christensen, Hall, Dillon, and Duncan, Harvard Business Review
Korea, September 2016.
The Business Model Canvas, Business Model Generation, Osterwalder & Pigneur, 2009 (번역판: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

참고 교재:
 Creative Confidence: Unleashing the Creative Potential Within Us All, Kelley & Kelley, 2013
(번역판: 유쾌한 크리에이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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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ing Problems with Design Thinking, Liedtka, King, and Bennett, 2013.
This Is Service Design Thinking, Stickdorn & Schneider, 2011
Hidden in Plain Sight, Chipchase & Steinhardt, 2013 (번역판: 관찰의 힘)
첫 번째 질문, 류랑도, 에이트 포인트, 2013

Required Videos






David
Kelley
on
creative
confidence,
TED
Talk,
March
2012,
https://www.ted.com/talks/david_kelley_how_to_build_your_creative_confidence
이종원, 위디엑스 대표, UX 디자인, 보이지 않는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하다, TED Talk, Sept.
2017, https://www.youtube.com/watch?v=m18dXp8r_Nk
David Kelley, founder of IDEO, Stop Talking and Start Making…, http://vimeo.com/36608732
Luis von Ahn, Massive-scale Online Collaboration, TED Talk, April 2011,
https://www.ted.com/talks/luis_von_ahn_massive_scale_online_collaboration
Tim
Brown
urges
designers
to
think
big,
TED
Talk,
July
2009,
http://www.ted.com/talks/tim_brown_urges_designers_to_think_big.html

WWW: 수업에 사용되는 저널 논문들은 학술정보원 홈페이지에 있는 강의정보지원시스템에서, 그리고
수업계획서, 공지사항, 강의 노트 등은 런어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평가: 각 과제는 최종성적에 아래와 같은 비중을 갖습니다.
•
•
•
•

Reflection Journal (개인)
Design workshop project I
Design workshop project II
기타

20%
25%
50%
5%

Reflection Journal: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배정된 reading 과 video 에 대해 느낀 점을 글, 그림,
동영상 등 자신이 원하는 형식으로 기록하고, 매주 제출한다.
Design project I: 팀별로 정한 주제에 대해 design workshop 을 진행하며, 각 과정별 성과와 최종
산출물로 평가합니다.
Design project II: 클래스 전체가 정한 주제에 대해 design workshop 을 진행하며, 각 과정별 성과와
최종 산출물로 평가합니다.
기타: 필요에 따라 미리 발표 후 과제나 연구 참여에 대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학기가 끝날 때까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점수를 배정합니다.
팀의 구성과 동료 평가: 프로젝트는 팀 단위로 수행하게 됩니다. 팀의 배정은 담당교수가 학생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서 할 예정입니다. 팀 당 사람 수는 전체 수강생 숫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기말에 각 학생은 자신의 팀원의 공헌도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동료 평가”는 팀 과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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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의 규칙
•

각 수강생은 모든 수업에 출석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

•

각 수강생은 각 수업에 할당된 교재와 다른 자료를 미리 읽어 와야 합니다. 그리고 강의실에 정시에
도착해서 강의가 끝난 후에 떠나야 합니다. 결석, 지각, 조퇴 등은 성적에 반영됩니다.

•

만일 과제나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나 시험은 0 점으로 처리되며
대학본부에 보고됩니다.

•

만일 어떤 학생이 20% 이상의 성적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그 학생은 다른 과제의 성적과 관계
없이 F 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reflection journal(20%)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학생은
다른 과제의 성적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F 를 받게 됩니다.

•

모든 과제는 해당 과제의 제출기한 전에 지정된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20% 의 감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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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강의 주제
날짜

주제
•
•

3/4
•
•
•
3/11
•

3/18
3/25
4/1
4/8

Readings/Videos

Ice Breaking
Course Introduction, Assignments, and
Learning Objectives
Team Building
MM Challenge

 Creative Confidence, Kelley
 이제는 디자인 씽킹의 시대,
Kolko

Lecture: Introduction to Design Thinking &
Design Attitude
Design Inquiry: Interview & Observation

 Learning from Extreme
Consumers, Avery and Norton
 An Anthropologist Walks into a
Bar…, Madsbjerg and Rasmussen

•

Design Workshop I: Subject of Student’s
Choice

•

Design Workshop I: Subject of Student’s
Choice (continued)
Design Workshop I: Subject of Student’s
Choice (continued)

•
•
•

 보이지 않는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하다, 이종원
 Stop Talking and Start Making,
Kelley

Final Business Item Selection
Team Reclassification
 The Business Model Canvas,
Osterwalder and Pigneur
 Massive-scale Online
Collaboration, von Ahn

4/15

•
•

Empathy Map
Business Model Canvas

4/22

•

Design Workshop II: Final Item

4/29

•

Design Workshop II: Final Item (continued)

5/6

•

Interim Feedback from Business Experts

5/13

•

Design Workshop II: Final Item (continued)

5/20

•

Business Workshop: Final Business Plan

5/27

•

Business Workshop: Service Implementation

6/3

•

Feedback from Business Experts

•

Business Workshop: Service Implementation
(continued)

6/10

 고객의 ‘해결과제’를 파악하라,
Christensen et al.

•

Final Presentation & Final Feedback from
 Think Big, Brown
Business Experts
 - Textbook chapter
 - Article
 - Video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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