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 라이팅이란?

브레인 라이팅이란
브레인 라이팅은 참가자들이 아이디어를 말하기보다는 정해진 시간 동안 종이에 쓰게 한 후 다음
참가자들이 그 아이디어를 읽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을 말한다.
브레인 라이팅의 기원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독일의 홀리거가 개발한 침묵의 집단 발상법으로 독일 직업 훈련 코스인 로 백(low
back)에서 소개(1968)되었다는 설과 또 다른 기원으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있는 Batelle
Institute의 Horst Geschka와 그의 동료들이 Feynman의 문제해결을 위해 아이디어를 병렬
처리하는 창의적 사고 기술로 브레인라이팅 방식을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브레인 라이팅 특징
브레인 스토밍은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만 브레인 라이팅은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익명으로 볼 수 있게 하기 떄문에 아이디어에 대한 경쟁에서 벗어나고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준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아이디어를 내기 때문에 아이디어 발굴의 양과 속도를
높일 수 있다.
1) 무언으로 발상 작업을 한다.
2)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고한다(발언자가 특정인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배제함).
3) 침묵을 통한 개인 발상을 한다는 점에서 발언을 통해 사고가 방해되는 단점을 없앤다.
4) 사회자가 발언을 대신 기입하는 브레인스토밍에서 개인이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뉘앙스가
바뀌는 문제점을 해소한다.

5)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문제 발견 회의와 아이디어 회의를 실행할 수 있다.

https://translate.google.co.kr/translate?sl=en&tl=ko&js=y&prev=_t&hl=ko&ie=UTF8&u=https%3A%2F%2Fwww.smashingmagazine.com%2F2013%2F12%2Fusing-brainwriting-for-rapid-idea-generation%2F&edit-text=&act=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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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eractive 브레인 라이팅
1) 진행 프로세스에 대해 참여자들에게 안내한다.
2) 생각을 적을 수 있는 종이를 배포한다.
3) 주제를 안내한다(명확하고 쉬운 표현으로 제시 되어야 하며 배포된 종이 상단에 기재하거나
슬라이드 투사 또는 보드에 글을 기재해 놓는다)
4) 브레인 라이팅의 진행 시간을 안내한다( 첫 번째 라운드는 3분, 두 번째 라운드는 2분 등)
5) 매 라운드가 끝나면 오른쪽 사람에게 종이를 넘겨준다.
6) 본인의 아이디어를 추가 기록하기 전에 기재된 아이디어를 읽고 추가, 수정, 조합 하는 방식이
Interactive 브레인 라이팅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퍼실리테이터는 참여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상기시킨다.
7) 종이에 기재 후 시계방향으로 반복 전달하는 등의 진행 방법의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알린다.
8) 전체 라운드 마무리 후 종이를 수거하고 추가 아이디어 또는 검토를 위해 게시한다.
+

+

+

intera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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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3-5 브레인라이팅
독일 의 홀리거가 창안한 것으로 6명의 참여자가 5분동안 3가지 아이디어 작성을 반복하는
방식이다.
1) 처음 5분간 3가지 아이디어를 용지의 가로 첫 번째 줄에 나열된 칸에 써 넣는다.
2) 5분 후 용지를 왼쪽 옆사람에게 건넨다.
3) 각자 5분간 3가지 아이디어를 오른쪽 사람이 건네 준 용지의 두번째 줄에 기입한다.
4) 앞 사람이 기입한 줄의 아이디어를 보면서 이것을 발전시킨 것과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두
번째 줄에 써 넣는다.
5) 5분이 경과하면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6) 전원이 아이디어 평가를 실행한다. 좋다고 생각되는 아이디어를 2~3개를 선택하고 표시해둔다.
이것을 이본으로 모든 참가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더욱 더 발전시키면 효과적이다.
* 일본의 다카하시 마코토는 6-3-5기법이 종이 한 장에 여러 개의 아이디어가 적혀 효과적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자 종이에 작은 포스트잇을 미리 붙여 쓰는 방식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주제 :
아이디어1

아이디어2

아이디어3

아이디어1

아이디어2

아이디어3

아이디어1

아이디어2

아이디어3

아이디어1

아이디어2

아이디어3

아이디어1

아이디어2

아이디어3

아이디어1

아이디어2

아이디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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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디어 카드형 브레인 라이팅
Thinkertoys를 참조하면 이 방법이 아마도 Geschka가 제안한 방법이라고 예측된다.
1) 참가자자에게 아이디어를 작성할 수 있는 메모지나 카드를 배포한다.
2) 작성된 카드는 옆에 모아 놓는다.
3) 다른 참가자가 아이디어를 필요로 할 때 동료 참가자가 작성한 카드를 가져와서 새로운
아이디어 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4) 카드에는 하나의 아이디어만 작성한다.
5) 진행자가 종료를 선언할 떄 까지 계속한다.

4. 스프레드 시트 기법
원격 브레인라이팅 방법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브리핑 도구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참여할 사람들의 목록을 설정한 다음 각자에게 스프레드 시트의 단일 열에 아이디어를 입력하도록
요청한다. 각자 참여자들이 셀에 아이디어를 입력하면 다른 참여자들은 아이디어를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영감으로 사용한다. 이 프로세스는 실시간으로 수행하면 경쾌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으며 재미있게 아이디어 발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이 기법은 최근 온라인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전자문서를 이용한 방법으로 상당히 진화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브레인 라이팅 성공 요소
참여자들에게 진행 방식을 알린다. / 타이머를 활용하여 시간 관리를 한다
토의 주제는 쉽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지속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기재나 게시한다.

브레인 라이팅 후 친화도(Afinity Diagram)를
사용하여 재구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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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라이팅은
참여자들의 논의의 열기로
회의 전체가 고조되는 효과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

개인의 사고를 충분히 이끌어내기 위해 각자가 두뇌를 움직여 아이디어의 생산에 노력하는 것이
이 기법의 본래 자세이다. 그것만으로도 참가자가 주제에 열중하는 진지함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을
뛰어넘는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 발언하는 것이 힘든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에게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는 경향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적당한 방법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발상할 수 있고 또 서로의 아이디어에 자극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법은 첫 대면하는 동료와 팀 만들기를 하고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갑자기 발상 회의를
시작할 때 효과적이다.
출처

:

Geschka, H & Schlicksuppe, H., Techniken der Problemlosung, Rationalislerung, 22 Jg. 1971-12.
Battelle, INFORMATION 10, Frankfurt, 1971.
The Bible of Creativity(다카하시 마코토)384-387
Thinkertoys ( Michael Michalko)
본 자료는 다양한 온라인 자료 중 가장 폭넓게 최신 기법까지 잘 요약해 놓은 사이트 글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료
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https://www.smashingmagazine.com/2013/12/using-brainwriting-for-rapid-idea-generation/)
KFA 연구위원회는 퍼실리테이션에 대한 정확한 이론과 기법에 대해 알고 전파하여 퍼실리테이터 이론의 왜곡을 막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ditor by KFA 연구위원회 주현희, 김수영, 조아진(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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