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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현실화
및 검증하기

쓰:담

step1. 검증 계획하기
① 검증 지점 설정하기

What?
무엇을
검증할
것인지

How?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실제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 지점
1. 연결 호환 문제
2. 전화를 통해 수혜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일치하는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파악
3.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 애로사항 파악

재능기부자와 일반인 수혜자를 모집하고, 배우고 싶은 내용과 일정 등을
조율하여 실제 온라인 강의를 실시한다.
- 3주간 주 2회 Skype 프로그램 통한 화상강의 실시

실제 수혜자와의 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원활하게 온라인 교육이 진행될
Why?
왜
검증해야
하는지

수 있는가에 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혜자인 보호종료아동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깊은 유대관계의
형성이 필요했으나, 시간적 여건의 부족으로 이 점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추후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솔루션을 진행하는 것을 가정하여, 모델의
정상적 작동을 검증하고자 했다.

② 검증 단계 수립하기
1. 일반인을 대상으로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한 제안서를 받는다.
2.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를 활용해 제안서 받은 내용에 대한 재능기부자를 모집한다.
3. 쓰:담팀은 일반인 수혜자와 재능기부자를 연결하고, 참여자들은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4. 짜여진 교육 계획을 바탕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5. 교육을 실시한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솔루션 모델을 검증하고 보완한다.

③ 검증 결과 예상하기 (목표 설정하기)
1. 연결 호환 문제
- 기준 : 재능기부자와 수혜자 간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지 파악한다. 수업 화면이
나 소리에 있어서 불편함 없이 원활하게 수업이 잘 이루어지는지 파악한다.
- 예상 검증 결과 : 화면이나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
2. 전화를 통해 수혜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일치하는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파악
- 기준 : 재능기부자가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수혜자의 수준과 희망 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
했는지 파악한다. 수혜자가 진행된 수업의 난이도나 내용에 대해 만족하는지 파악한다.
- 예상 검증 결과 : 수혜자의 수준과 희망사항에 맞는 적절한 수업을 진행한다. 수혜자는 진행된
수업에 대해 만족한다.
3.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 애로사항 파악
- 기준 : 수업 횟수나 시간이 적절한지, 상호 간 소통이 원활했는지, 강의에 몰입할 수 있었는지
파악한다.
- 예상 검증 결과 : 상호 간 소통에 있어 불편함이 없고, 수업의 횟수와 시간은 적절했다. 하지만,
현장 수업에 비해서 강의 몰입 정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step2. 검증 실행하기
1. 일반인을 대상으로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한 제안서를 받는다.
실행 목표

솔루션 모델 검증을 위해 필요한 일반인 수
혜자를 모집한다.

일자

~10/14(일)

실행 내용

일반인 수혜자는 자신이 받고 싶은 교육에 대한 내용, 수준 등을 작성한 구
체적인 제안서를 작성해 쓰:담 팀에 전달한다. 쓰:담팀은 해당 제안서의 내
용을 확인한 뒤 해당 내용을 교육할 수 있는 재능기부자를 모집한다.

2.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를 활용해 제안서 받은 내용에 대한 재능기부자를 모집한다.
실행 목표

실행 내용

제안서 받은 내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재능기부자를 모집한다.

일자

~10/14(일)

쓰:담팀은 일반인 수혜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강의할
수 있는 재능기부자를 모집한다.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에브리타임)와 쓰:담
e 홈페이지, SNS 사이트에 모집 글을 올려 재능기부자를 모집하였다.

3. 쓰:담팀은 일반인 수혜자와 재능기부자를 연결하고, 참여자들은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4. 짜여진 교육 계획을 바탕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실제 온라인 화상강의를 실시함으로써 쓰:담
실행 목표

e의 모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확인
한다.

일자

10/15 ~ 11/2
(3주간 진행)

실행 내용

매칭된 재능기부자와 일반인 수혜자는 수업 내용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
하고, 교육 계획을 바탕으로 1:1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다. 각 참여자는
Skype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진행했다. 위 사진은 수혜자와 재능기부자
가 실제 교육을 진행한 사진이다.

5. 교육을 실시한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솔루션 모델을 검증하고 보완한다.
실행 목표

참가자들이 수업을 진행하며 얻은 피드백을
통해 솔루션 모델을 보완한다.

일자

10/15 ~ 진행 중

실행 내용

쓰:담은 수업이 끝난 이후 매번 일반인 수혜자와 재능기부자에게 수업 내용
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 내용을 다음 수업에 반영
하여 더 나은 솔루션 모델 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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