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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집단지성은 사회학, 경영학, 정치학, 컴퓨터과학 등 여러 분야와 관련이 된다. 이 논문은 인문학과 과학이

수렴, 융합, 통섭되는 시대의 산물인 사회공학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오늘의 구성원은 자아실현과 기여에 대

한 욕구가 증대되었고, 업무가 복잡해지고 변화가 빨라 사회조직 속에도 자연과학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집

단지성의 메커니즘을 발산과정과 수렴과정으로 구성하며, 7단계의 프로세스(process)를 설계하고 각 단계의 첫

알파벳을 연결하면 ‘PROCESS’가 되도록 디자인하였다. 이 논문을 통하여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를

적용하여 구현되면,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이 결정사항을 실행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구체적인 도구와 기법연구는 과제로 남긴다.

ABSTRACT

Collective intelligence is related to several areas such as sociology, business administration, political science, and computer

science. This paper can be classified as a product of social engineering of the era of liberal arts and science convergence, fusion,

consilience. Members today have higher need for self-actualization and contribution. As the business is changing fast and getting

more complicated, a mechanism of natural science is necessary in social organization. The mechanisms of collective intelligence are

composed of divergence process and convergence process. And the seven steps were designed that the first letter of each steps

leads to 'PROCESS'. When implemented by applying the procedures that reflect the opinions of members throughout this paper,

there are members who participat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will contribute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ecision when to

run, and specific tools and techniques in online communities are for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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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업사회가 생산시설과 권력이 편중된 곳에 줄을

서야 하는 이데올로기 시대였다면, 생산시설을 개인이

소유하고 정보가 최고의 능력이 되는 정보사회 이후

는 각자가 방송국을 운영하는 것과 다름없는 SNS 등

사이버공간을 통해 온 세계의 정보를 누구나 획득하

고 알릴 수 있어 이데올로기(Ideology)의 반대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 시대의

특징을 담보하는 키워드 중의 하나가 되었다.

위키백과에 의하면 ‘집단지성’이라는 단어는 1910년

대 하버드대 곤충학자인 윌리엄 휠러가 개미의 사회

http://dx.doi.org/10.13067/JKIECS.2015.10.4.533



JKIECS, vol. 10, no. 4, 533-538, 2015

534

적 행동을 관찰하며 제시하였고, 1980년대 피터 러셀

을 통해 사회학적 정의가 이뤄졌으며, 1990년대에는

사회학자 피에르 레비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단지성

개념을 정리한 것으로 사회학, 경영학, 정치학, 컴퓨터

과학 등 여러 분야와 관련이 된다. 이 논문은 인문학

과 과학이 수렴(convergence), 융합(fusion), 통섭

(consilience)하는 시대의 산물인 사회공학분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사회학과 컴퓨터공학의 융합이다.

집단지성의 힘은 윌리엄 휠러보다 더 거슬러 올라

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었지만 산업사

회를 거치면서 더불어 사는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깨닫고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

면 된다’, ‘빨리 빨리’라는 말이 대변하듯 불과 사오십

년 동안 농경사회, 산업사회, 지식정보사회를 모두 거

치며 오직 목표와 성장을 향해 달려오느라 절차와 과

정은 생략되고, 사람의 가치보다는 기술과 일의 성과

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사회는 봉합되지 못한 상처와

갈등의 결과가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건강한 집단지성 프로세스를 위한 다양성, 독

립성, 협력을 포괄하는 통합적 메커니즘 구축에 있다.

연구내용은 집단지성의 메커니즘을 발산과정과 수렴

과정으로 구성하고, 7단계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

Ⅱ. 관련연구

2.1 집단지성

필자는 이전연구에서 집단지성을 ‘집단적 지식생산’

으로 풀어 사용하였지만[1], 집단지성과 관련한 유사

개념들이 적지 않다. 공동지성, 집단지혜, 협력적 지

성, 대중의 지혜(중지), 공생적 지능, 스마트몹 등이다.

몇몇 전문가의 지식보다 평범한 다수의 생각을 모으

는 게 더 큰 시너지를 확보한다는 말이다[2].

집단지성에 정치의 비중은 크다. 베니거(Beniger)는

약 30년 전에 프로그래밍문화에서 상호작용문화로 발

전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프로그래밍문화는

목표지향적이다. 사회구성원을 세밀하게 통제하는 체

제로 근대적 사회통제의 연장선에 있다. 상호작용문화

는 과정(process)이 중시된다. 그러므로 목표를 미리

정할 필요가 없고, 토론의 과정을 통해 여론이 형성되

고 정치권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다. 목표지점이 없는

과정중심적인 문화다[3].

교육계에 있어서도 이제는 전문가가 생산하고 대중

이 이를 수동적으로 수용만 하는 시대에서 비전문가

대중이 지식을 생산하고 전문가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현상으로 대치된다[2]. 피에르 레비는 집단지성이 이

루어지기 위해 네 가지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주

장한다. 그것은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인적네트워크, 물

리적/기술적 인프라 네트워크, 데이터 네트워크 외에

인간과 아이디어간의 네트워크를 제안하고 있다[4]는

점에 주목한다.

2.2 프로세스 코치

‘코치(coach)’는 말이 끄는 사륜마차를 의미하는 단

어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다. 훈련(training)은 기차

(train)에서 파생된 단어로 정해진 선로를 따라 이동하

는 것처럼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도하는 것이라면, 코

칭(coaching)은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

하도록 돕는 서비스다. 국제코치연맹에서는 코칭을

‘고객의 개인적, 전문적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영감을 불어넣고 사고를 자극하는 창의적인 프로세스

안에서 고객과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정의하

고 있으며, 한국코치협회는 ‘개인과 조직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최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수

평적 파트너십’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코칭 방법은 티

칭(teaching)과 달리 모든 사람에게는 창의적이고 완

전성을 추구하는 욕구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

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아래 코치는 파트너로

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다. 피에르 레비의 말처럼 “모

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모든 사람은 어

떤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며, 결국 모든 지식은 인류

전체에 내재”[5]하기 때문이다.

코치는 개인 대 개인으로서 존재할 뿐 아니라 집단

지성과 조직개발에 있어서도 필요하다. 프로세스 코치

는 팀과 미팅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구, 방

법, 피드백을 제공하며, 내용에는 중립적인 자세를 지

켜 관여하지 않고 프로세스에만 코치로 관여한다[6].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

구, 누구나 선의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신뢰

가 전제되어야 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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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집단이 전문가보다 양질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첫

째, 다양한 지식과 견해를 갖춘 이질적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집단, 둘째, 그들이 결정을 내리는 동안 서

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독립성 확보, 셋째는 통합

메커니즘(aggregating mechanism)이 필요하다. 사람

은 모두 이기적임을 인정하고 출발한다.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동의하는 공통된 의견을 논의를 통해 만들

어 내는 합의가 아니라 개개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

를 자신을 위해 발산(divergence)하면 그 이기적인 욕

구들의 집합에서 지성을 수렴(convergence)해내는 방

법이다[8]. 최대공약수로서의 합의가 아니라 수렴, 융

합, 통섭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만

장일치와 같은 효과를 지닌 합의(consensus)를 끌어

낼 수 있다.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리더는 정책결정자로 구성원들은 팔로워에

불과했다. 최근에는 주로 대표적인 구성원의 의견만을

반영하였다. 의견 반영방법도 단순한 설문 조사방식만

을 채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의 리더는 정책조

정자로서 변화되었다. 따라서 SNS나 온라인 협업도구

를 통한 의견 수집 방법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

방형 SNS는 비교적 약한 유대관계지만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폐쇄형 SNS는 강한 유대관계 속에서 오프

라인과 다를 바 없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9]. 다

양한 의견과 소수의 의견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며 특히 소외되기 쉬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집에 적합하다. SNS나 문서 공유/편집참여가

가능한 온라인 협업도구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수집

하는 일 이후의 프로세스를 온라인상에서 일일이 거

칠 수는 없지만 일차적으로 발산된 아이디어가 오프

라인 공간에 대표로 참여한 구성원들에 의해 수렴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10].

그림 1. 컴퓨터의 원리
Fig. 1 Principle of computer

Ⅳ. 연구 내용

4.1 집단지성 메커니즘

대부분의 조직이 과거의 직책인 부장/과장 등에서

팀을 이끌어가는 팀장 중심으로 변화되었지만 전자결

재방식과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기업

자원관리)를 사용한다고 해서 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팀의 의미는 같은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대고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집단이어야 한다. 이에 맞춰

머리를 맞대고 작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협업도구들이 개발되었다. 컴퓨터의 원리는 그림 1과

같다. 너무 기본적인 원리지만 개인과 조직 안에서는

실제로 적용되지 못할 때가 많다. 입력(input)과 출력

결과(output) 사이에는 CPU(: Central Process Unit)

가 있다. 프로세스가 없는 결과는 없다. 그러나 프로

세스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같은 결과가 나왔다 해도 자신의 의견이 발산되고 반

영되지 않은 것은 실행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림 2. 신음영역
Fig. 2 Groan zone

복잡한 협업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그룹은 가능한

한 빨리 해결책을 향해 작업을 시작하도록 재촉함으

로 결정은 빨리 이루어졌지만 실행에 협력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구성원들은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회의에 대해 회의를 품게 되고, 리더는

실행에 협력자가 많지 않아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려우

며 피차간에 즐거운 일터가 될 수 없다.

그림 2(http://collaborativetransformation.ca/diver

ge-converge-approach-to-collaboration-innovation)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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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구성원들이 충분히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산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룹이 발산

과정(divergence process) 이후의 중간지대인 불확실

성의 신음영역(groan zone)에서 불편하고 좌절되는 상

황을 겪는다. 신음영역에서 토론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조직 내의 문제는 문제 자체

보다는 작은 감정이 쌓여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이

논문에서는 신음영역을 대체하여 바로 수렴과정

(convergence process)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 신

음영역을 제거하고 바로 수렴과정으로 이어지는 프로

세스는 그림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3. 집단지성 메커니즘
Fig. 3 Mechanism of collective intelligence

4.2 집단지성 프로세스

집단지성 프로세스는 7단계로 설계했으며, 각 단계

의 첫 알파벳을 연결하면 ‘PROCESS’가 되도록 디자

인하였다. 그림 4와 같이 발산과정에는 Purpose,

Remake, Open, Cluster를, 수렴과정에는 Explore,

Standard, Set을 배치하였다. 진행상황에 따라 Cluster

는 발산과정과 수렴과정을 동시에 담아낼 수도 있다.

4.2.1 Purpose(목적)

기업이나 단체에서 집단지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비전 만들기, 비전에 따른 미션 만들기, 전략 개발, 조

직 개발, 문제와 갈등 해결, 신제품 개발, 사역 개발,

아이디어 축제 등 다양한 목적이 있다. 목적과 구성원

의 특성에 따라 필요사항이 반영되며 구체적인 절차

에도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세부적인 목적을 정할

때는 기대하는 결과물의 측정가능성, 달성가능성, 시

간제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2.2 Remake(환경)

집단지성 프로세스를 실행하기에 적합한 장소와 분

위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사만 바라보는 형태의

좌석배열이 아니라 6명에서 8명 정도가 한 팀이 되어

원탁 또는 사각테이블에 둘러앉을 수 있어야 하며 이

를 위해서는 인원 대비 넉넉한 공간이 필요하다. 프레

젠테이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지만 프로젝터

나 TV가 설치되어야 한다.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동안

모든 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그라운드 룰(ground

rules)과 프로세스 순서를 붙여놓는다. 그리고 각 테이

블마다 의견을 발산할 수 있는 부전지와 마커 등 문

구가 준비되어야 한다.

그림 4. 집단지성 프로세스
Fig. 4 The process of collective intelligence

4.2.3 Open(의견수집)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이나 브레인라이팅

(brain writing) 등 여러 도구들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

여 충분한 의견을 수집하며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기

록하거나 벽에 붙인다. 의견 수집은 높은 질적 수준을

필요로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많은 양이 모아질 때

따라오는 것이다. 여러 구성원이 모였다고 많은 양의

의견이 바로 발산되지 않기 때문에 각 테이블마다 배

치된 프로세스 코치는 적합한 기법을 선택하여 활용

해야 한다.

4.2.4 Cluster(분류)

수집된 의견과 아이디어는 성격에 따라 비슷한 종

류별로, 연관된 것끼리, 절차에 따라, 누락되는 것 없

이 등의 기준에 맞춰 구성원들 스스로 분류하며 같은

내용은 덧붙여 병합하고 프로세스 코치는 이를 돕는

다. 분류된 집합마다 테두리를 그리고 각 집합에 적합

한 이름을 지어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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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Explore(확장/수렴)

도출되고 분류된 아이디어들을 토대로 그 깊이를

심층적으로 확장하고 탐색하는 단계다. 아이디어를 구

체화하고 누락된 것을 추가한다. 뿐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아이디어를 묶어 융합하고 수렴한다. ‘차를 마

신다’와 ‘대화한다’는 두 의견을 ‘차를 마시며 대화한

다’로 묶는 것이다. 이 프로세스는 모든 구성원의 의

견을 하나라도 더 담아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다.

4.2.6 Standard(기준/평가)

평가기준을 선택하고 평가도구를 선택하여 시각화

하는 과정이다. 모든 의견이 소중하지만 우선순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투표로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구성원 모두의 의견이 도출되고 반영되는 프

로세스가 생략된 다수결에 의한 결정으로 많은 구성

원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과는 다르다. 어떤 평가도구

를 사용하든지 중요한 것은 한 구성원이 여러 의견에

동시에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한 구성원이 발산

한 아이디어가 선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발산

하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게시된 안건은 자신의 것

이 아니라 공동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았

더라도 앙금이 남지 않고 적극 실행에 참여하게 된다.

4.2.7 Set(실행)

선택된 실행안을 누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점검하

고 정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자, 리더, 자문

컨설턴트, 정보를 알려줄 사람을 기록하여 실행을 준

비한다. 이 모든 프로세스는 리더가 직접 담당할 때는

중립의 의지가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프로세스

코치가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Ⅴ. 결 론

오늘의 구성원은 학력도 높고, 소득도 높아 자아실

현과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었고, 업무가 복

잡해지며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사회적기술시스템과

의사결정을 위한 과학이 요구된다. 소수의 의견과 약

자의 의견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진지하게 검토하고

참여의 의지를 높이며, 다양한 시각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집단지성의 메커니즘인 발산프로세스

와 수렴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7단계의 집단지성 프

로세스를 설계하였다. 이는 Purpose(목적), Remake

(환경), Open(의견수집), Cluster(분류), Explore(확산/

수렴), Standard(기준/평가), Set(실행) 순이다.

이 논문은 집단지성의 메커니즘과 프로세스를 통하

여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를 적용하여 구

현되면,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이 결정사

항을 실행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오프라인 그룹이나 온라인 그룹의 리더나 운

영자(SYSOP, system operator)가 적용할 수 있으며,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전문 프로세스 코치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더 없이 바람직한 일이다.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원칙은 적용될 수

있으나 세부적인 프로세스 구현을 위한 도구와 기법

은 앞으로 더욱 연구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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