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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lockchain enabled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 a new form of organization with conveying
its core value – trust. Token holders who are participating DAO’s governance share their thoughts, information, and
ideas in online forum. But it is problem that chronological form of DAO’s online forum makes token holders hard to
find crucial information, meaning that many of them might not understand what is happening discussion. In this paper,
we studied not only a decision making process which feature is iteration, visualization, and applicable to DAO with 6
steps in total but also a decision making tool which is based on the process of this paper. The tool has features to help
participants such as voting model, visualization features which gives guidance to them for their decision during the
process. Our experiment showed that the process and tool is somewhat reasonable, and the information during the
process is effective for participants. This work is expected to be applied to current DAOs to make a decision among
the token holders.
Key Words :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Blockchain, Group Decision Making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인 신뢰는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와 같은 형태의
조직의 발생을 가능하게 하였다. 다시 말해서, 탈중앙화
된 자율 조직은 블록체인으로만 가능한 조직의 형태이다.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은 시간, 공간적으로 분산된 참여자
들의 의사 결정에 따라 그 행위를 자동 실행하여 자율적
인 운영을 지향한다. 이는 기록의 무결성을 제공하는 블
록체인의 분산 장부 기술과 조건에 따른 자동 실행을 보
장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가능해졌다.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의 개념의 구현을 시도한 여러
사례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The DAO, MakerDAO, 그리
고 DigixDAO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로, The DAO는 2016년 4월 출범하였다. The DAO는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의 일종이며 이더리움 기반의 투자
플랫폼으로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탄생되었다.

1. 서 론

1

블록체인은 정보의 공개가 근간인 합의 프로토콜을 바
탕으로 기록의 무결성을 확보하며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하는 서비스의 사용자들에게 신뢰의 가치를 전달한다. 가
장 잘 알려진 예시인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거
래 기록의 무결성을 확보하여 암호화폐를 구현하였다[1].
한편, 비트코인의 대두로 시작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도입으로 이어졌으며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2]. 더불어 Hyperldger
fabric, R3 corda와 같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발전은 퍼블릭
블록체인에 비해 빠른 거래 처리를 요하는 기업의 요구사
항에 발맞추어 발전하고 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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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 달러의 자금이 성공적으로 투자되었다. 하지만 재
귀 호출 취약점을 노린 공격에 의해 약 3.7만 이더만큼 유
출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해킹 이후 상황을 수습하기 위
해 하드포크와 소프트 포크에 대한 논의가 발생하였다[5].
둘째로, MakerDAO는 Dai Stablecoin System은 담보를 기반으
로 하는 암호화폐이다. 미국 달러의 가치를 추종하는 안
정화 메커니즘 (TRFM, Target Rate Feedback Mechanism)이 존
재한다[6]. Maker는 이더리움 플랫폼의 스마트 컨트랙트의
형태로 부채 담보부 포지션(Collateralized Debt Position, CDP)
을 통해 가치안정화를 구현한다. 셋째로, DigixDAO는 2014
년 싱가포르에서 시작되었다. 현물 자산인 금과 암호 화
폐를 결합하였다. 안전 자산인 금의 특성으로 암호 화폐
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급격한 시세 변화를 해결하여 안
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7].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의 의사 결정은 대개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 참여자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각각
상이하며 토큰의 보유량 또는 활동에 따른 평판에 따르
기도 한다.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방법은 가장 단순하
고, 명쾌하며, 가장 오래된 의사결정 방법으로, 인류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탈중앙화된 자율 조
직의 거버넌스가 연대기적인 형태의 온라인 포럼에 바탕
을 둔다는 점에서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에 대한 단
서를 거의 제공하지 못해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8][9].
한편 의사결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AHP,
ANP, NGT, Delphi와 같은 연구들이 선행되었다. AHP와
ANP는 Thomas L.Saaty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평가자가 후보
군에 대해 평가한 값을 수리적으로 그 관계를 계산하여 후
보군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10][11][12]. NGT(Nominal
Group Technique)은 구조화되지 않은 문제 상황에서 합리적
이고 창의적인 의견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집단 의사결정
프로세스이다. 모든 참여자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이 특징이며 그 효과를 인정받아 보건 분야 등에서 널
리 사용되어 왔다[13].
20인 미만의 소규모 인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달리 20인 이상의 대규모 인원에 대해 의사결정
을 진행하는 방법이 연구되었다[14]. 정보통신 기술의 발
전에 따라 집단 의사결정 방법을 지원하는 도구들이 고
안되어 가능해졌으며 전자 민주주의 실현 등을 표방한다.
또한 의사결정 참여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한 장치가 존
재하지 않는 전통적인 방법과는 달리 인센티브 모델을
고려한 집단 의사결정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15]. 이러한
의사 결정 방법 또는 프로세스들은 그 효과가 입증되어
왔으나 20인 이상의 대규모이며 인센티브 모델이 고려된
집단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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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인 이상에 적용 가능하여 확장
성이 있고, 반복적이며, 정보들이 가시화되어 탈중앙화
자율 조직에 적용 가능한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그 도구
를 연구하였다.

2. 관련 연구
2.1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
Table 1은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들의 의사 결정 과정을
비교하고 있다.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모든 탈중앙화된 자
율 조직들은 의사결정을 위한 다수결 투표와 참여자들의
동기 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MakerDAO 거버넌스의 목표는 Risk 변수를 조정하여 위기
에 대처함이다. 부채 한도, 청산 비율, 안정화 수수료, 페널
티 비율 등이 risk변수에 해당한다. MakerDAO는 2가지 종류
의 투표가 존재한다. 첫째는 Governance Vote이다. Governance
Vote의 목적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파악
하고 이후에 있을 실행 투표에 어떻게 행동할지 파악하
는 데 활용된다. 둘째는 Executive Vote이다. Executive Vote의
목적은 Risk 변수의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다. Risk 변수의
변경을 위해 사전에 Governance Vote에 의해 선발되어 활
동중인 Risk Team은 변경 건에 대한 Proposal을 작성하고
Community에 공개한다. MKR Token holder들은 이 내용을 확
인하고 Community에서 토론을 진행한다. 이후 Governance
Poll을 통해 진행 여부가 결정되며 진행되도록 결정되는
경우 Executive Vote를 진행한다. Executive Vote를 통과하는
경우 즉시 Risk Parameter는 변경된다. 투표를 위해 MKR
Token Holders는 자신의 토큰을 잠금 상태로 변경한 후 잠
금되어 있는 토큰의 총량만큼 투표할 수 있다[6]. 한편
DigixDAO의 거버넌스는 DGD 커뮤니티의 활동을 기반으로
Project를 제안하고 이를 진행하여 Digix Ecosystem을 발전시
키는 것이 목적이다. 총 3개의 역할이 존재한다. 첫째,
Table 1. Comparison of decision making process of D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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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 Overview of Proposed Process.
Participant가 있으며 10개의 DigixDAO 지분을 가지도록 요
구된다. 그 다음으로 Proposer가 있으며 Participant 중 Project
를 생성하고 KYC(Know Your Customer) 정보가 공개되었을
뿐 아니라 KYC Admin에 의해 승인된 Participant를 의미한
다. 셋째, Moderator가 있으며 충분한 지분과 412.5 이상의
평판 점수를 보유한 Participant를 의미한다. 충분한 지분을
가지고 있음은 DGD 뱃지로 표시되며 모든 조건을 만족
하는 경우 즉시 Moderator가 된다. Project는 자금을 모으기
위해 총 6개의 단계(Idea, Draft, Proposal, Ongoing, Review,
Archived)를 거쳐 커뮤니티에서 검증과 합의의 과정을 거
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한 참여자에게
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16].

가시화 되며, 확장 가능성이 있는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 의사결정 과정을 프로세스화하여 여러 단계
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정의하여 효율
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 과
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이 선별되고 가시화 되어 참여자
들이 결과에 수긍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Fig. 2와 같
이 정보들이 연대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온라인 포럼에
모든 토론을 맡기는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정보 전달 문제를 해결한다.

2.2 DCPT
Distributed Collaborative Prioritization Tool(DCPT)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도식화하여 활용하는 도구
이다[17]. Theory W에 바탕을 두고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고안되었다[18]. DCPT는 Voting
model과 Bin model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이해당사자가 값
을 입력하고, 모든 이해당사자의 선호도와 중요도 평가
결과가 종합되어 가시화 되며 이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DCPT는 가시화 도구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우
선순위 결정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으나 합의에 참여하
는 이해당사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다는 한계점이 있다. DCPT와 같이2D 그래프에 사람들의
관심사를 가시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으며 이 중 의견의
분포를 가시화한 The Political Grid project가 그것이다. 참여
자들은 동의의 정도와 중요성의 정도와 관련된 설문에
응하며 그 결과는 종합되어 2차원 그래프에 가시화된다.
이를 통해 정치의 한 이슈에 대한 의견의 분포가 확인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견의 이동 또한 관찰되었다[19].

3. 집단 의사결정 프로세스 설계
본 논문에서는 Fig. 1과 같이 반복적이고, 의견의 분포가

Fig. 2. Comparison of Proposed Process and TheDAO.

3.1 Roles
본 논문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는 총 3가지의 역할이
존재한다. 이 역할들은 모두 한 Project마다 User의 상태가
다름을 의미한다. Token Holder는 토큰을 보유하여 의사결
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User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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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가 가지는 토큰의 양 또는 영향력은 각기 상이할 수
있으며 과반이 넘는 비율을 가진 User가 존재할 수 있다.
Token Holder는 행사하는 영향력에 따라 다른 역할을 수
행하게 된다. 첫째로, Participant는 합의 과정에 참여하는 주
체로 모든 투표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Participant는 자신의 영향력을 타인에게 위
임할 수 있다. 둘째로, Representative는 Binary Vote에서만 존
재하며 다른 Participant에게 영향력을 위임 받은 경우 자신
의 영향력과 위임 받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를 의미한
다. 마지막으로 Proposer는 Project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주
체이다. 온라인 포럼에서의 토론에서 의사결정 할 주제를
식별한 Participant는 project를 생성함으로써 해당 Project에서
proposer의 역할을 수행하며 한 Project에는 1명의 Proposer만
이 존재한다. Propser는 Project에 온라인 포럼에서의 토론
중 발생한 정보들을 성실히 입력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
으며 Candidate를 등록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각 역할의
성실한 수행을 동기부여하기 위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대상들 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3.2 Steps
3.2.1 Discussion
Discussion 단계는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의 Token Holders
들이 조직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단계이다. Discussion은 온라인 포럼
에서 진행되며 어떤 Token Holders라도 자유롭게 토론을
시작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이 단계는 온라인 포럼에서
의 게시물 작성 및 댓글 작성의 형태로 진행되며 게시물
에 종속된 댓글의 모음은 곧 해당 주제에 대한 토론으로
여길 수 있다.
3.2.2 Issue a project
Issue a Project 단계는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의 의사결정
을 시작하기 위한 단계이다. 모든 Token Holders는 Discussion
단계에서 토론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 의사결정의 진행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Project를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Project를 생성한 Token Holder는 해당 Project의
Proposer가 된다. Project의 생성에 대해 중요한 점은 의사
결정 문제의 인식만으로도 Project를 제안하기에 충분하
다. 즉 기존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의 의사결정 방법과는
다르게 Discussion 단계에서 반드시 1개의 후보로 의견 일
치가 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2.3 Project vote
Project Vote는 프로젝트의 적절성에 따른 과락을 결정하
고 여러 프로젝트가 동시에 제안된 경우 그들 사이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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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단계이다. 모든 Participant는
Project Vote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영
향력은 1인 1투표로 모두 동일하다. 일정 기간 동안
Participant의 투표를 받는다. Participant는 중요도와 시급성
항목에 대해 질문지 형태로 응답하여 한 Project에 대해 투
표한다. 0부터 10 사이의 정수 값이 허용된다. 일정 기간
이 지난 후, 또는 일정 수 이상의 Participant가 투표를 완료
한 이후 Participant들이 투표한 중요도와 시급성을 바탕으
로 프로젝트의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진행 여부를 결정
하는 기준은 사전에 지정될 수 있으며 추후 합의에 따라
그 값이 변경될 수 있다. 또는 의사결정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발생한 이후에는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해 평균
모델 등을 사용하여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3.2.4 Register candidate
이 단계에서는 Project vote를 통해 진행 결정이 내려진
Proejct에 의사결정을 위한 Candidate들을 등록한다. 먼저
Proposer가 Candidate들을 등록한다. Candidate의 이름과 설명
을 작성하며 이 때 정보들은 Discussion 단계에서 논의되었
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Proposer가 작성을 완
료한 후 Participant들에게 공개하며 Participant는 이를 확인
하고 누락되었거나 잘못 입력되었다고 판단되는 Candidate
를 등록할 수 있다. 이는 Proposer의 편향을 방지하기 위함
이다. 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Project에서 합의 할 대
상을 명확하게 구체화한다.
3.2.5 Candidate vote
Candidate vote는 Candidate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1개
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받은 Candidate를 선별하여 Binary
Vote의 대상으로 결정한다. 모든 참여자는 Candidate Vote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1인 1
투표로 모두 동일하다. 일정기간 동안 참여자의 투표가
진행된다. 참여자는 총 동의와 확신의 2가지 항목에 대해
질문지 형태로 응답하며 각각의 Candidate에 대해 투표한
다. 먼저, Candidate에 대해 참여자가 느끼는 동의의 정도를
부여한다. 이 때 총 10점을 모든 Candidate에 대해 분할하
며 정수만이 허용된다. 즉 모든 Candidate에 부여한 동의의
정도의 합은 10점이다. 이는 해당 참여자가 생각하는
Candidate 사이의 상대적인 동의의 정도를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앞서 부여한 동의의 정보에 대한 확신의 정
도를 부여한다. 이 때 총 10점을 모든 Candidate에 대해 분
할하며 정수만이 허용된다. 즉 동의의 정도와 마찬가지로
모든 Candidate에 부여한 확신의 정도의 합은 10점이다. 이
는 해당 참여자가 앞서 부여한 한 Candidate에 대한 동의
의 정도가 추후 이동할 수 있는 여지를 표현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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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참여자들은 각 Candidate에 대한 동의의 정도와 의견
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하여 이후 반복될 수 있는 합의 과
정에서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영향력을 위임 받아 행사할 수 있
는 Representative가 되길 희망하는 Participant는 Candidate Vote
시 반드시 자신의 평가에 대한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 공
개하여야 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
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원하는 Participant는 자신의 영
향력을 양도할 수 있다. Candidate Vote 중 이유를 공개한
Participant에게 자신의 모든 영향력을 위임할 수 있다. 영
향력을 위임한 Participant는 이 단계를 끝으로 의사결정 과
정에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3.2.6 Binary vote
Binary Vote는 Candidate Vote의 결과로 결정된 최종 1개의
후보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의
과정을 완료하거나 반복 과정을 시작한다. 자신의 권한을
위임한 Participant를 제외한 Participant 및 Representative가 투
표에 참여한다.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유일하게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바탕으로 투표하며 따라서 참여자들의 영
향력은 이전의 다른 투표들과는 다르게 평등하지 않다.
일정기간 동안 참여자의 투표가 진행된다. 참여자는 최종
1개 후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를 투표하며 자신의 영향
력을 분할하여 투표할 수는 없다. 즉 한 참여자의 찬성
또는 반대 표시는 그 참여자가 가진 모든 영향력의 행사
를 의미한다. Representative의 경우 다른 참여자에게 위임
받은 영향력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의
합을 행사한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결과는 종합되며 사
전에 설정된 기준에 따라 의사결정 종료 및 실시 또는 반
복 과정으로의 진입이 결정된다. 의사결정 종료 및 실시
의 경우 해당 의사결정에 참여자가 합의하여 약속된 실
시 사항을 집행함을 의미한다. 반복 과정으로의 진입은
해당 의사결정에 참여자가 합의에 실패했음을 의미하며
Candidate Vote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 과정을 다시 진행하
게 된다. 이는 Phase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 때 Participants
는 직전 Phase의 Candidate Vote 결과와 Binary Vote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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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었던 내용을 충실히 기록하여 완료한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Project Vote가 실시되어 Token Holder들의 투표 결
과에 따라 A의 제안은 통과되었다. A는 구체적인 Candidate
를 등록한다. 첫 번째 Candidate는 투자 금액을 10m USD로
하는 내용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기록한
다. 두 번째 Candidate는 투자 금액을 15m USD로 하는 내
용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기록한다. 같
은 과정을 거쳐 가능한 모든 Candidate를 등록한다. 그 다
음으로 모든 Participant들는 Candidate Vote 및 Representative에
게 영향력을 위임 한다. Candidate Vote를 위한 시간이 종료
된 후 2번 Candidate(15m USD 투자)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
로 선택되었다. 2번 Candidate에 대해 Participant 및
Representative는 Binary Vote를 실시하였고 과반 이상의 영향
력이 동의하지 못하여 반복을 진행하게 되었다. 다시
Candidate Vote 단계에서 재 시작하며 모든 Participant는 직
전 CandidateVote와 Binary Vote 결과를 참고하여 Candidate
Vote를 다시실시한다. Candidate Vote를 위한 시간이 종료된
후 이번에는 1번 Candidate(10m USD 투자)가 가장 높은 우
선순위로선택되었다. 1번 Candidate에 대해 Participant 및
Representative는 Binary vote를 실시하였고 과반 이상의 영향
력이 동의하여 1번 Candidate에 대한 실행이 채택된다.

4. 의사결정 도구 구현
본 논문에서는 3장에서 소개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구현하였으며 웹을 통해 접근하여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
본 도구는 집단 의사결정을 위한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로
된 웹 어플리케이션이며 go와 javascript로 작성되었다.
사용자들은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도구에서 의사
결정을 위한 공간을 의미하는 Project를 생성하거나 참여
할 수 있다. Project가 생성된 이후에는 3장의 의사결정 프
로세스에 따라 투표하고 가시화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3.3 예시: 신규 투자 유치
A는 Token Holder이며 노인 운동을 위한 IoT 스마트 스
텝박스 투자에 대해 제안하려 한다. A는 먼저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의 온라인 포럼에 자신의 투자 아이디어를 공
유한다. 다른 Token Holder들과의 토론을 통해 A는 투자
아이디어를 구체화 한다. 이후 A는 이 투자 제안을 Project
로 진행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디어와 온라인 포럼에서 논

Fig. 3. View of Candidate Vote.
Fig. 3의 왼쪽은 Project Vote에 대한 투표 화면이다. Project
Vote 는 중요도와 시급성 각각에 대해 0 부터 10 사이의 정
수값을 입력할 수 있다. Fig. 3 의 오른쪽은 Candidate Vote 에
대한 투표 화면이다. Candidate Vote 는 동의와 확신을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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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idat 에 대해 10 점을 정수로 분할하여 입력할 수 있다.
이 때 자신이 할당하지 않은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값
을 입력한 후 하단에 있는 란에 평가 이유를 기입하여
Representative 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평가 결과
와 그 의도를 다른 참여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다른
참여자들은 이를 확인하고 그들의 의중과 부합하는 참여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를 보여주는 화면이다. 사전에 설정한 비율 이상의 영향
력이 찬성에 투표된 경우 의사결정을 종료한다. 만약 사
전에 설정한 비율 미만이 찬성에 투표된 경우 Candidate
Vote 단계부터 다시 시작되며 이 경우 가장 오른쪽 화면
에서 하단에 버튼이 활성화된다.

5. 실험 및 결과
5.1 실험의 설계

Fig. 4. Visualized view of Candidate Vote.
Fig. 4 Candidate Vote의 가시화된 결과 화면을 재구성 한
것이다. x축은 동의, y축은 확신의 정도를 의미하며 다른
참여자가 투표할 때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확인할 수 있
다. Fig. 4의 왼쪽은 실제 사용 중 한 Project에서 가장 낮은
점수였던 Candidate에 대해 가시화한 결과이며 Fig. 4의 오
른쪽은 가장 높은 점수였던 Candidate에 대해 가시화한 결
과이다. 참여자가 투표한 결과를 점으로 표시하였으며 동
일한 위치에 중복되는 투표 결과가 있는 경우 점의 크기
로 구별하고 점 안에 중복된 수를 표기하였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Candidate의 경우 최대 4개의 값이 동일한 지
점에 표시되었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Candidate의 경
우 최대 2개의 투표 결과가 동일한 위치에 표시되었다.
이를 통해 가시화된 Candidate Vote는 낮은 점수를 받는 후
보자와 높은 점수를 받는 후보자의 차이를 확연히 구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직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함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사용자들은 Fig. 4와 같은 정보를
통해 Binary vote에서 행사할 자신의 의견을 점검한다.

Fig. 5. Views of Binary vote.
Fig. 5는 Binary Vote의 투표 화면이다. 찬성 혹은 반대를
클릭하여 자신의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결과를 확
인할 수 있다. 가장 왼쪽의 화면은 투표 실시 화면이며
가운데 화면은 투표 직후, 가장 오른쪽 화면은 투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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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그 도구의 효과를 확
인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6을 통해 본 실험의
구조를 도식화 하였다. 본 실험의 설계는 순수 실험을 따
르며 집단에 따라 다른 처치를 실시하여 이에 따른 결과
를 비교한다. 집단 G1 (통제집단)과 집단 G2 (실험집단)에
각각 처치 E1, E2를 적용한 후 피험자들의 설문 조사 결과
를 비교한다. 처치 E1과 E2는 각각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을 대표할 수 있는 The DAO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본 논
문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적용을 의미하며 실험 결과
R1과 R2는 그룹 G1과 G2에서의 실험 후 설문조사 결과를
의미한다.

Fig. 6. An Overview of Experiment Design.
실험에서 진행자의 측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변수에
대한 값을 구하였다. 실험 전반에 소요되는 시간 뿐만 아
니라 의사결정 단계에서 소요된 시간이 측정되었다. 의사
결정 단계에서 역할별 참여 인원 수는 실험 종료 후 실험
에 참여한 인원들이 사용한 도구에 기록된 데이터베이스
를 참조하여 그 수를 구하였다. 한편, 실험을 통해 construct
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Table 2는 실험 후 설문지를 통해 측
정하고자 하는 construct와 이에 상응하는 설문 문항을 정
리한 것이다. 실험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들은 의사결정 프
로세스가 종료된 후 5분간 위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모
든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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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structs and related questionnaire
번호

변수 명

설문 문항

C1

결과
만족도

귀하가 참여한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
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C2

결과
수긍도

귀하가 참여한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
해 어느 정도 수긍하십니까?

C3

관여도

귀하가 참여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관여했다고 느끼십니까?

C4

정보
이해도

귀하는 최종 투표에 임하기 전 주제
와 관련된 정보를 어느 정도 이해하
셨습니까?

C5

프로세스
이해도

귀하가 참여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고 느끼십니까?

C6

프로세스
난이도

귀하가 참여한 의사결정을 이해하기
위한 난이도는 어떻습니까?

C7

인센티브
영향도

귀하에게 인센티브(보상)은 귀하의 합
의 과정 참여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
습니까?

C8

인센티브
적절성

인센티브(보상)은 적절했다고 생각하
십니까?

G1과 G2는 동일한 의사결정 문제를 가지고 의사결정
을 진행하였다. 온라인 포럼에서의 토론 시간은 20분으로
제한되었으며 20분을 초과하는 경우 진행자의 판단에 따
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의사결정
판단을 위한 기준을 0.5로 설정하였다. 즉 Binary vote에서
찬성에 투표한 영향력의 비율이 과반 이상일 때 합의 상
태로 판단한다.
실험의 실시를 위해 G1과 G2는 논문의 저자가 소속된
대학의 소프트웨어 공학 학부 수업 2개 분반으로 하였으
며 각각 25명, 22명이다. G1과 G2는 각각 서로 다른 의사결
정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처치 E1과 E2가 적용되었다. 프
로세스의 진행은 진행자에 의해 통제되었다. 실험 중 참
여자들의 발언을 통한 오프라인 토론은 엄격하게 통제되
어 온라인 환경에서의 토론 환경을 구성하였다. G1과 G2
의 실험 참여자가 가지는 영향력은 평균 10, 표준 편차
1.8 하에 랜덤하게 부여되었다.
G1에는 E1가 적용되었으며 The DAO의 의사결정 프로
세스를 의미한다. 즉 온라인 포럼에서 주제에 대해 논의
하고 1가지의 후보에 대해 합의한 후 그 후보에 대해 최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인센티브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투표 Proposer와 Participant 순으로 차등되는 보상을 부여하
였다. 의사결정 프로세스 진행에 앞서 G1에서는 사전 교육
시간으로 4분을 사용하였다.
G2에는 본 논문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적용하였다.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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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포럼에서 주제에 대해 논의한 후 의사결정에 대한 필
요가 있다고 느낀 참여자가 의사결정 진행을 제안한 후 의
사결정 도구를 이용하여 프로젝트 투표, 후보 등록, 후보 투
표, Binary Vote를 진행한다. Project Vote를 위한 기준 값으로
0.5를 설정하였으며 이는 한 Project가 Project Vote에서 0.5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는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함을 의
미한다. 또한 Binary Vote를 위한 기준 값으로 0.5를 설정하였
으며 이는 Binary Vote에 대상이 되는 Candidate가 Binary Vote
결과 0.5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는 경우 의사결정이 완료됨을
의미한다. 한편, 인센티브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Proposer,
Representative, Participant 순으로 차등되는 보상을 부여하였
다. 의사결정 프로세스 진행에 앞서 G2에서는 사전 교육
시간으로 11분을 사용하였다.

5.2 실험의 결과
실험의 실시 결과 G1에서는 주어진 시간인 20분 이내에
온라인 포럼에서의 토론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이에 진행
자의 판단에 따라 1개의 후보를 선택하였으며 이에 대한
Binary Vote를 진행하여 의사결정에 성공하였다. Binary Vote
에 참여한 전체 Participant들의 총 영향력 대비 찬성을 표
현한 Participant들의 영향력 비율이 0.583으로, 과반을 의미
하는 0.5를 초과하여 합의 상태로 처리되었다.
Table 3. Measurement of G2
Step

소요 시간

참여자 수

Discussion

5 분

18 명

Issue a project

2 분

1 명

Project vote

1 분

22 명

Register candidate

1 분

1 명

Candidate vote

5 분

20 명

Binary vote

1 분

14 명(위임 5명, 불참 3명)

반면 G2에서는 총 14분 이내에 의사결정을 완료하였으
며 과정의 반복은 발생하지 않았다. Table 3은 G2의 실험 중
각 Step별 소요 시간과 Step별 실제로 참여한 Participant의 수
를 측정한 결과이다. 1. Discussion 단계에서는 총 18명이 온
라인 포럼의 토론에 의견을 표시하여 참여하였으며 온라
인 포럼의 기록을 바탕으로 포럼에서 활발히 토론이 진
행되어 정보의 교환이 충분히 이루어 진 것 같다는 진행
자의 판단에 따라 해당 단계를 종료하였다. 2. Issue a Project
단계에서는 Participant 중 의사결정 문제에 대해 가장 활발
히 참여한 참여자를 진행자가 선별하여 Project를 생성을 진
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약 2분간 지정된 Participant는 Propo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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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온라인 포럼에서의 토론을 바탕으로 Project에 대한 내
용을 정리하고 도구에 입력하여 공유하였다. 3. Project Vote
단계에서는 진행자의 지시에 의해 생성된 Project에 대해 중
요도와 시급성을 기준으로 모든 Participant가 평가를 실시
하였으며 총 1분이 소요되었다. 4. Register candidate 단계에
서는 3개의 Candidate가 등록되었으며 총 1분이 소요되었
다. 5. Candidate Vote 단계에서는 등록된 Candidate 들에 대해
Participant들이 동의와 확신의 정도를 평가하였으며 총 5분
이 소요되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Candidate는 8400점
이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Candidate는 361 점으로 집계
되었다. 6. Binary Vote 단계에서는 직전 단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Candidate에 대해 Participant의 영향력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총 1분이 소요되었다. 총 14명의
Participant가 찬반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참여한 Participant들
의 총 영향력 대비 찬성을 표현한 Participant들의 영향력 비
율이 0.56으로, 과반을 의미하는 0.5를 초과하여 합의 상태
로 처리되었다.

Fig. 7. Correlation Analysis for G1.

Fig. 8. Correlation Analysis for G2.
Fig. 7과 Fig. 8은 G1과 G2 각각의 설문지 데이터를 각각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이다. 유의 확률 이내의 결과만을
표시하였으며 상관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표시하였
다. 최소값인 0.339와 최대값인 0.837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구간을 나누었으며 그림에서는 상관도의 절대값이 높을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19권 제2호, 2020

수록 굵은 선으로 표현하였다. G1과 G2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R1) 결과 만족도와 결과
수긍도는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2) 결과 만족도와 관여도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R3) 결과 수긍도와 관여도는 정의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R4) 결과 수긍도와 프로세
스 이해도는 정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특히 R4는 G2
의 경우 강한 상관도를 보이고 있다. (R5) 정보 이해도와
프로세스 이해도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G2의 경우 강한 상관도를 보이고 있다. (R6) 인센티
브 영향도와 인센티브 적절성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두 집단간 상관관계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들은 본 실험의 설계를 고려했을 때 서로 다른 처치
E1과 E2에서 기인한다. 특히 (C4) 정보 이해도, (C5) 프로
세스 이해도, 그리고 (C6) 프로세스 난이도는 E1 대비 E2
에서 적용된 특성들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C4)
정보 이해도는 참여자가 온라인 포럼에서 정보를 찾아내
야 하는 E1과는 달리 E2는 선별되어 있고 이차원 그래프
에 가시화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 정
보를 더 잘 이해하도록 영향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 다
음으로, (C5) 프로세스 이해도와 (C6) 프로세스 난이도는
총 3개의 단계인 E1에 비해 E2는 3개 단계가 추가되어 총
6개 단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E2가 난이도가 높고 이해
하기 어렵도록 영향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G1 대비 G2에서 새로 발생한 상관관계 중
(C4) 정보 이해도, (C5) 프로세스 이해도, (C6) 프로세스 난이
도와 연관된 상관관계의 인과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첫째
로 (R7) 결과 만족도와 프로세스 이해도의 정의 상관관계는
프로세스 이해도가 결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된
다. 곧 프로세스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결과 만족도가 낮고,
프로세스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결과 만족도가 높다. 따라
서 프로세스 이해도가 높다고 응답할수록 결과 만족도가높
은 것은 E2의 프로세스가 합리적이라는 점을 지지한다. 이
해하기 어렵지만 일단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프로세스 이해도가 낮다고 응답할수록 결과 만족
도가 낮은 것은 참여자의 프로세스에 대한 경험이나 사
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함을 의미한다. 곧, 본 실험을 통해
프로세스에 익숙한 참여자가 참여하는 경우 또는 적어도
사전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질 때 결과 만족에 대한 개선
을 기대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AHP, NGT 등 전통적인
합의 방법들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특징이며, 이들은 합
의 방법에 대해 이미 익숙하거나 사전 교육이 필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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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밝히고 있다[13]. 둘째로 (R8) 정보 이해도와 결과수
긍도의 정의 상관관계는 정보 이해도가 결과 수긍도에영
향을 미친다고 해석된다. 곧 정보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결과 수긍도가 낮고, 결과 수긍도가 높기 때문에 결과 수
긍도가 높다. 따라서 정보 이해도가 높다고 응답할수록
결과 수긍도가 높은 것은 E2의 프로세스에서 선별하여
제공하는 정보가 적절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지지한다.
온라인 포럼에서 토론의 문제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E2의 프로세스가
선별한 정보를 활용하여 합의 한 결과 이 정보에 대해 이
해하는 경우 합의 결과에 대해 만족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
기 때문이다.

6. 결 론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의 의사결정은 온라인 포럼에서 진
행되었다. 하지만 온라인 포럼의 한계로 인해 정보의 교환
이 원활하지 않다는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전통적인AHP,
ANP, NGT와 같은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으나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중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에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며 이는 확장성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시화되고
반복적이며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합의 프로세스와 그 도구를 연구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
해 본 논문의 프로세스와 도구의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
였다. 첫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결과에
만족하므로 합리적이다. 이를 위해 합의 전 프로세스에 대
한 교육이 선행되거나 참여자가 프로세스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앞서 소개한 전통적
인 의사결정 방법들에서도 발견되는 제한점이다. 둘째, 의
사결정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은 온라인 포럼에서
만 논의하는 집단에 비해 참여자들이 결과에 수긍하기에
효과적었다. 한편 본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필터링 메커니즘
은 의사결정 과정을 자동화하도록 개선될 수 있다. 즉인공
지능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20], 참여자의 분류 및 결과 예
측이 가능할 수 있다. 더불어 본 논문의 의사결정은 확장성
과 의사결정 시간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
고 이를 위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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