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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행위와 비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4 가지 대중협업모델
웹서비스 기반의 대표적 대중협업 웹사이트들을 토대로
↲

4 Mass Collaboration Models for Design Activity and Ill-Defined Problems
working through successful web based services
↲
김대업 Daeeop Kim, 이건표 Kun-pyo Lee

↲
요약ˇˇ웹 2.0 은 공유와 참여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기술을 토대로 다양한 종류의 협업이
가능하게 하는 웹사이트들을 출현하게 하였다. 최근 대중협업(Mass Collaboration)은 디자인
문제와 유사한 다양한 비구조적 문제(Ill-defined Problem)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과정에서의 특성들을 분석한 후 비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중협업
사례들이 어떠한 특성들로 구분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문제 해결작업의 발전 특성과 협업
커뮤니티의 양식, 수혜방식 관리 측면에서 총 4 개의 협업 모델을 분석해 낼 수 있었다.
↲

AbstractˇWeb 2.0 based web technologies, which has been matured on philosophical
goals of participation and sharing, has facilitated more empowered web services for
Mass collaboration. Today, the mass collaboration services help to solve ill-defined
problems such as Design problems. In this research, successful cases of Mass
collaboration web services are made up 4 types of its development styles by general
understanding of distinctive features of design process. As criteria for defining
four types, the characteristics of problem solving, the communities for managing
knowledge and development, and the benefit management were used.
↲
핵심어: Mass Collaboration, Mass Creativity, Design Activity, Web 2.0, Crowdsou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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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주요 특성들이 다음과 같은 구성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1. 서론
본 연구는 2010 년에 진행된 온라인 환경에서의 협업
과정에 대한 후속 연구로써, 디자인 문제와 같은
비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주로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탐사한 연구이다. 디자인 방식의 특성을 분석하고,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대중 참여 기법들을 구분하여
4 가지 모델을 제안하였다.

2. 본론
1

본 논문은 이전 발표 논문의 논문의 후속 연구 로써,
HCI 의 디자인 행위가 온라인을 통한 창작 행위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밝히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모델을 제시하고 특성을
구분하였다.
먼저 디자인 행위의 주요 행동 모델을 구성하였다.
디자인 행위는 디자이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제안할 수 있으나, 행위들을 종합하여 행위를
유발하는
목적에
따른
구분을
하고
Mass
Collaboration 의 활동에 따라 그림 1 과 같이 종합하여
구분할 수 있다. [1, 2, 3, 4]

[그림 1] 단계적 디자인 행위와 대중 협업의 관계도

이 모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비구조적 문제해결
행위와 근본적으로 동일한 접근 방법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은 디자인 행위가 비구조적 문제해결을 하는
지성적 행동을 기반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디자인
행위는 논리적 접근에서 과학적인 방법과는 차별점을
가지는 가추적 행위로 독특한 논리적 흐름을 따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5, 6]
그렇다면 웹환경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해결
방법들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결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을
시도하였다.
우선 디자인 문제의 특성과 유사한 비구조적 문제의
특성들을 가진 문제해결 방식을 보이고 있는 Mass
Collaboration(대량 협업)에 대한 사례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 대량협업 방법들이 다루는 문제들이 비구조적
문제와 유사한지 구분하였다. 유사한 문제들에 한하여

비구조적 문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7]우선, 비구조적 문제들은 문제해결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서 이름이 지어졌다. 구조적이지
않다는 뜻은 순차적인 구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과학실험의 경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차적 접근 방법을 기획할 수 있다. 또한
이 방식은 다른 이와 협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구조적
문제는 이러한 문제풀이의 해석이 난해하고 접근방법도
다양할 수 있다는 다양한 경우의 수와 평가 방법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자동차를 설계한다고 할 경우,
최종적인 만족 기준을 어디로 둘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기준들이 제안될 수 있다. 가격과 편의성도 누가 구매를
할 것인가, 어떠한 사람에게 만족도의 기준을 맞출
것인가와 같이 무척 다양한 변수들을 다루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이 어려운 문제를 일컬어 비구조적
문제라고 논의한다. [6, 8]
비구조적 문제의 두 번째 특성은 문제 자체의 연구와
접근만으로는 해결안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보다는 해결안을 여러가지를 제안하고 그 해결안이
다수의 문제들을 얼마나 잘 해결하는지를 평가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된다. 과학적 방법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전재한다면, 비구조적 문제의 특징은 해결안을 실험하고
적합한지를 따지는 역순적 행위를 통해 발전한다. 디자인
문제의 특성은 이러한 비구조적 문제의 대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비구조적 문제의 마지막 특성은 개인보다는 다수의
창의력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안을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논리적인 이해를 위한 조직적 행동 보다는
해결안을 내기 위한 발산적 행위가 더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온라인 환경에서 비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사례들을 다룬 여러 논문들을 종합해
보면, 그 사례들이 Mass Collaboration 이라는 하나의
구체적이지 않은 범주 안에서 다양한 행동양식들을
종합하여 다루고 있는 점이 발견된다.[9, 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온라인 행동을 나눌
수 있는 세가지 프레임웍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구분하여
보았다.
문제 해결 작업의 발전 특성
협업과 커뮤니티의 방식
문제해결에 따른 수익 수혜 방식과 권리

2.1 문제 해결을 위한 작업 발전 특성
1

문제 해결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안까지 이르는지에 대한 과정적 특성에 따라

저자관련 정보에 해당하여 임의로 밝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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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들은 크게, 크라우드소싱과
같은 팀별 협력 방식과 오픈소스와 같은 작업별 계층형
협력 방식 그리고 메시업(Mash-up) 작업과 같이 공통
작업 코드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해결안을 제안하는 방식,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토론형식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2.2 협업과 커뮤니티 방식
협업에서 커뮤니티가 어떻게 형성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특성을
구분하는
방식이다.
공모전형(形)의 경우 대체적으로 문제 제기와 논의를
클라이언트가 제안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팀을 꾸려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공모전에서 보이는 참여
협력 방식이 이루어지는데, 대체적으로 목표를 위하
협력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자유롭게 흩어진다. 두
번째는 계층참여의 형식이며 이 방법은 개인의 선(先)기여
후(後)평가 방식으로, 기여에 따른 노력과 실적을 통해
커뮤니티에 개입되는 방식이다. 또한 이 방법은
계층적으로 이루어져 효율적인 작업관리가 이루어지며,
품질관리가 책임감있게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수평형
커뮤니티 방식을 들 수 있는데, 특정한 커뮤니티가
원하는 프로젝트의 성격을 제안하면 이에 관해 능력이
있는 이들이 자유롭게 해결안을 내고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위 두가지 방법에 비해 결속력이 낮고
프로젝트 생성과 붕괴가 빠르게 일어나지만 다양한
결과를 열정적으로 만들어낸다. [9, 10, 11, 12, 13, 14, 15,
16]↲

2.3 문제해결에 따른 수익 수혜 방식과 권리
이 특성은 문제 해결이후 수익 수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권리에 따른 재산권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디자이너는
클라이언트에 고용된 관계였으나,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행태는 대체로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현상금형의 경우 작업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일시적 피고용인의 형태가 되며, 그들의
저작물은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금액을 지불한
곳에서 권리를 갖고 보상금을 참여자에게 지급한다. 또
하나의 방식은 wikipedia.org 와 같이 하나의 플랫폼위에
다수의 사람들이 협업을 하여 콘텐츠를 완성하는
협업기여형 방식이다. 기여형 방식은 여러 사람들의
기여를 통해 이루어진 성과물에 또 기여를 더하는
방식이다. 보상은 물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권리는
wikipedia 의 공동 소유로 이뤄진다. 더욱이 이들
참여자들이 조작한 작업의 로그들은 모두 서버에서
계산되어 참여 정도가 계량되므로 분쟁의 소지가 적다.
프로젝트 참여형의 경우, 참여자와 프로젝트 제공자들이
공동으로 권리를 갖는 형식을 들 수 있다. 유사한 사례로
리눅스에서 권리를 공동 소유하는 GNU 를 들 수 있다.[17,
18, 19]

이 수익 수혜 방식에서 협업기여형과 프로젝트
참여형은 쉽게 구분이 어렵다. 그러나 협업기여형이
대체로 저작권에 대한 기여를 구분하기 매우 어렵고,
여러 참여자들이 마치 각자의 레고블럭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커다란 조형물을 만드는 것과 같이 복잡다단하게
이루어져 있다. 위키피디어의 경우 문맥에 맞추어 글을
다듬는다던가, 적합한 그림을 수정하는 것과 같이 아주
작은 기여도 인정되는 특성때문에 더욱 어렵다. 그림 2 는
이러한 특징들을 사례가 되는 웹사이트와 함께 분석하여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2] 협업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전개하는 4 모델
그렇다면 앞으로의 디자인 행위에 가장 적합한 형식은
어떠한 접근이 될까? 많은 학자들은 디자인 행위가
어떠한 성격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적합한 방법은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저자는 기존의 방법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방식으로써 Mass Creativity(대량
창작)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번째로,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는 점이다. 요구사항에 대한 학습이나, 문제연구
모두가 참여자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진정한 문제 해결의 장을 열었다고 평가 한다.
두번째로, 참여자들의 다양한 정황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기존의 디자인
작업은 생산자가 대체적인 사용자의 만족도를 어느정도
채워줄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시장, 사용자 조사등 다양하고 복잡한
연구를 필요로 했다. 하지만, 사용자 스스로가 자기
정황에 걸맞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전재한다면, 효과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사용자의 참여가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최종 생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긍정적인 부분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아마추어들에 의한 생산으로 책임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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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가 분명하지 않거나, 매우 소수가 원하지만
생산되지 않는 디자인에 관한 문제 등은 자본을 토대로
한 기존의 생산과 디자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기도 하다.
또한 지금껏 시각적 디자인 이외의 부분에서 효과적인
사용자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8] Lawson, B., How designers think : the design
process demystified. 4th ed, Oxford ; Burlington, MA:
Elsevier/Architectural. xii, 321 p.(2006)
[9] Don Tapscott, A.D.W., Wikinomics. 368 ed:
Portfolio Trade.(2010)
[10] Leadbeater, C., We-Think. 2nd Edition ed:
Profile books. 304.(2009)

3 결론
본 연구는 온라인에서의 문제 해결 행위의 패턴들을
분석하고 크게 네가지 모델의 참여 모델들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들은 각각의 고유한 방식의 문제들을 적합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발전하였다. 덧붙여 이러한 발전
모델에서 디자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여와 발전
모델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으며, 그것이 앞으로의
디자인 행위에 많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공통 플랫폼의 배급과,
디자인 조작을 위한 기본 교육, 공유를 위한 원활한
커뮤니티 활동, 마지막으로 기여에 따른 보수가 기존의
방식과 다른 참여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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