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워드(Random Word)란?

랜덤워드란
인간의 뇌는 서로 다른 둘 사이의 관련성을 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관련 없는 두 가지
대상(아이디어)에 주목하지 않는다. 우리의 주의력이 닫힌 체계(closed system)로 유지하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한다면 일상적으로 관계없는 두 가지 대상이
가지는 연관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이 바로 랜덤워드(Random Word)이다.

랜덤워드란 주제와 관계없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것들을 연결하여 발상하는 방법이다. 어떤
문제에 관한 다른 관점 또는 유사성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우리 앞에 놓인 과제에 새로운 정보를
찾아줄 것이다.

랜덤워드 진행 방법
1) 주어진 주제를 확인한다
2)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단어를 무작위로 선택한다

3) 선택된 단어로부터 떠오르는 이미지나 특징들을 나열한다
4) 나열된 내용 하나 하나와 주제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며 아이디어를 정리한다.
예를 들어 “팀 리더와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가 있을 때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연필’이라는 단어를 선택 후 ‘연필’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찾아 나열한 후
찾은 단어와 주제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연필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지우개, yellow,연필의 6가지 면,letter, paper
1)지우개와 리더관계개선: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계속 떠올린다. 이것은 지워야 한다
2) Yellow와 리더관계개선:나는 리더에게 맞설 용기가 없다. 나는 내 캐리어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나눠야 할 대화가 있다. 업무 종료 후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이와 같이 떠오른 단어들과 발상하고자 하는 주제를 연결지어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내 본다.
여러가지 아이디어들이 이어지면서 어떤 연결은 도움이 되고 어떤 것들은 도움되지 않는다
랜덤워드를 사용하는 목적은 잘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 특별한 기제를 활용하여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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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워드 진행 방법

1. 도전 과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찾고 있다면 랜덤워드를 도입해 보라.
반드시 과제와 아무 상관없는 단어가 무작위로 선택되어야 한다. 랜덤워드가 아이디어 간의 신선한
연결을 만들어 줄 것이다. 마치 호수에 자갈이 떨어지듯이 그것들은 다른 관계, 연결을 촉진하고
이들 중 어떤 것은 아이디어에 돌파구를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단어를 선택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 눈을 감고 후보 단어들을 적어 놓은 종이 한 곳을 찍은 후 당신의 목적에 가장 부합할 것 같은
단어를 하나 고른다.
- 사전의 아무 페이지나 무작정 열어 걸리는 단어를 선택한다. 되도록 하루 한 가지 과제에 대해
한 가지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라. 다른 단어를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도 이 기법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 사전의 몇 페이지를 선택할 지 랜덤 숫자표를 사용하고 해당 페이지의 단어를 사용한다.
- 그 밖에 의도적으로 단어를 선택하지 않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단순하고 친숙하며 머릿 속에서 쉽게 연상(시각화)되는 단어, 연결고리가 풍부한 단어가 좋다.
2. 선택한 단어와 관련된 다양한 면을 생각해 본다.
예를 들어 병(bottle)’을 선택했다고 치자. 병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유리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기능적인 동시에 종종 미적이다
뭔가를 담는다

채운다

투명하다

맥주병은 6개씩 묶여 나온다

라벨이 있다

비운다

돈으로 바꿔준다

한 병만 사거나 한 팩으로 또는 한 상자를 산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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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워드 진행 방법

3. 랜덤워드와 지금 다루고 있는 과제 사이의 연관성을 강제로 만든다.
당신의 과제가 “이번 달 영업실적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이고 당신이 고른 단어가 “병”이라고
가정해 보자. 병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병”과 “영업실적 향상”과의 유사성, 관련성, 연상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

한병, 한 팩, 또는
박스로 구매된다

병은 채워진다
우리는 고객으로부터 얼마나 듣고 있는가?
고객으로 하여금 그들의 진정한 니즈와
희망사항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할 수 있을까?

반복 구매에 대해 할인/환불해주는
창의적인 재정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까?

빈병은 소음을 만든다

6개의 팩

내 업무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유용하고 이윤창출에 기반하는가?
이윤과 잠재력 관점에서 나의
업무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목록을
만들고 ‘빈＇활동을 그만둔다면?

다른 모든 상품들과 차별화되는 새롭고
고상한 방식으로 우리 상품과 서비스
패키지를 만들 수 있을까?

빈병은 때로 꽃병이 되기도 하고
예술적 전시물이 되기도 한다

라벨이 있다

경쟁자로부터 차별화된 방식으로 우리의 상품라벨을 만들 수
있을까? 구성요소와 유효기간을 표시한다. 빠른 구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특정 시간대 상품/서비스에 가격을 매길 수
있을까?

우리 상품포장에 다른 용도를 개발하여
가치를 더할 수 있을까?

4. 생각한 아이디어를 잊지 않도록 적는다.
출처

:

Thinkertoy(Michael Michalko) p.15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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