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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에 이르러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난해한 문제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문제를 해

결하기 한 정보의 유통 구조도 기존의 수직 이고 단방향 인 구조에서 수평 이고 양방향 인 구

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웹 2.0 랫폼이 두되었고 키피디아, 지식 검색 등 집단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집단의 힘에 기 어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언제나 옳고 효율 이라고 말할 수 없다. 구든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인해 악용되는 부작용도 

있을뿐더러 문 인 의견이 필요한 역의 경우에는 일반 지식의 힘이 도움이 못 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들에게 쉽게 사용되고 있는 검색 사이트와 집단 지성의 표 

사례  하나인 키 피디아를 통해 집단 지성의 힘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문제의 역에 해 탐

색하고자 한다.

1. 서론

 의 문제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 뒤엉켜 굉장히 복잡

하고 변수가 많다. 이 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를 

결정하려면 수많은 변수들에 해 고려해야하고 많은 양

의 정보가 필요하다. 최첨단 기기들을 이용한다 해도 따라

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정보의 양과 인간 인식의 한계로 

인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갈수록 늘어가는 실정이

다. 기존에는 가능했던 개인의 능력에 기 어 문제를 해결

하는 일이나 소집단으로는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  

어들고 있다. 명확한 답이 내려지는 문제가  어들고 

방 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이 

늘어나 뛰어난 개인의 능력보다 다수의 힘이 필요한 실정

이다. 계산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

도  어려워지고 있고 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도 개

인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간이 갈수록 TV,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들과 인터넷의 보 으로 세상은 정보로 흘

러넘치고 있고 최근 두되는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와 웹 2.0, 웹 3.0의 등장으로 정보의 넘침 상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겐 기존의 몇 명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

되곤 하던 수직  구조에서, 모두가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수평  구조의 문제 해결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에 응하여 발 하고 있는 것이 집단 지성이다. 집단 

지성의 연구를 통해 그 활용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집단 지성을 이용한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상황과 한 용법에 해 고안해보도록 할 것이다. 

한 기존의 문제 해결 방법과 집단 지성을 이용한 문제 해

결 방법의 차이 을 설명하고 실제 검색 문제에의 용을 

통해 집단 지성을 이용한 문제 해결법의 활용 방안에 

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2. 연구 내용

 집단 지성은 여러 학습자들의 행동 양식이나 선호도, 아

이디어 등을 통해 일 된 답이 아닌 참신한 통찰을 생성

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집단 지성이란 용어는 

추상 인 개념의 용어로 집단에서 뛰어난 개체 하나의 지

식보다 집단 체에서 논의된 지식이 더 뛰어나다는 의미

로 사용되기 시작하 다. 집단 지성이 성립되기 해서 각 

개체들은 다른 참여자와 상호 작용을 하는 존재로 각 개

체의 지식과 정보의 생산 활동에 있어 집단의 능력에 발

인 도움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한다. 즉, 지식과 정

보의 생산에 있어서 집단지성이란 다수의 개체들의 기여

와 공헌이 모여 지식과 정보가 발 된 형태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지식과 정보는 계속해서 갱신되고 새

로운 가치가 부여되며 각 개체 혹은 집단의 공동의 발

을 한 력을 지향한다.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먼  해야 할 일은 이 문제가 어

떤 역에 속하고 어떤 해결법을 용할 수 있는지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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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문제의 크기가 크고 복잡하다고 해서 일

으로 집단 지성 해결법을 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명확

한 답을 찾을 수 있는 학문, 스포츠 등 일반 상식 역에

서 집단 지성은 큰 역할을 하기 힘들다. 반면 정치, 경제 

등 여러 의견의 종합이 필요한 역에서는 집단 지성의 

힘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식 검색 커뮤니티의 하나인 ‘네이버 지

식in’에 있는 카테고리  몇 가지를 선택하여 (경제, 학

문, 교육, 건강, 인물, 스포츠 등) 련 된 검색어를 추출

하 다. 검색어의 추출은 ‘지식in 베스트’  그 카테고리

에 합한 단어들  일부로 선택하 다. 검색 결과  최

상  문서의 내용 일부만을 편집하여 모니터에 출력하

고 어느 사이트에서 검색된 결과인지는 블라인드 처리하

여 원하는 검색 결과를 채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원

하는 결과가 아닐 시 ‘두 결과에 차이가 없다’ 항목을 구

하여 분석에 도움이 되도록 하 다.

3. 결과

 집단 지성은 고정 인 용 분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양한 분야에 폭넓게 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밝혔듯 더욱 용이 용이한 분야와 그 지 않은 분야가 

존재한다. 의 연구에서 ‘객  의미를 가진 단어’ 즉 

‘정답이 정해진’ 분야에서는 집단 지성이 의미를 갖기 힘

들다. 하지만 ‘정답이 없는’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분야들

에서 집단 지성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를 들어 키피디아를 이용한 검색 결과가 유의미하다는 

선택을 받은 역은 ‘교육, 학문’, ‘사회, 정치’ 등으로 나타

났고, 일반 검색을 이용한 검색 결과가 유의미하다는 선택

을 받은 역은 ‘스포츠’, ‘건강’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

포츠 기록, 의학 지식과 같은 객 , 문 인 지식 보다 

사회 정치 이슈와 같은 주 이고 다양한 의견이 필요한 

역의 경우 집단 지성의 힘이 더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다.

4. 결론  한계 

 이번 연구의 목 은 집단 지성을 효과 으로 용할 수 

있는 역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다양한 의견 제

시가 필요한 정치, 인물, 학문 등의 역에서 집단 지성이 

유의미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설문 조사를 통해 진행된 

, 각 역마다 2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에서 한계 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가설과 결과물과의 일치성을 봤을 

때, 가설에서 상했던 것과 60~70% 이상의 일치성을 보

여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로 생각된다. 

 한 설문 조사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조사하 던 ‘결과 

선택의 기 ’ 에 한 답변들을 살펴보면 ‘좀 더 유용한 

정보, 내가 모르는 정보’, ‘객 인 정보보단 주 인 견

해, 일반 인 평가 등이 있는 것이 좀 더 설득력 있는 정

보인 것 같다.’, ‘단편  지식이 아닌 이면이나 진행과정 

등을 서술해 놓은 것을 선택함’, ‘실용 인 정보가 많이 포

함된 것’, ‘인물 검색 시 심 있는 정보가 많이 나오는 쪽

을 선택했고 그 밖엔 되도록이면 객 성과 실용성을 동시

에 가지는 쪽을 선택하고자 했다’, ‘사  의미 외에 실용

 의미도 제시하는 것’, ‘사  정의만 있는 것보다 의견

이 있는 것이 좋다’, ‘단순히 정의와 이름보다는 사회  의

미나 역할 활동 등’ 등의 답변이 나온 것으로 보아 결과를 

선택할 때 객  정의 외에 집단 지성에서 볼 수 있는 

실용성, 의견 등의 요소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앞으로의 문제들은 앞서 언 했듯 굉장히 변수가 

많고 복잡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정하고 뚜렷한 정답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알고리즘 인 문제 해결법 외

에도 다양한 문제 해결법이 등장하고 있다. 집단 지성은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앞으로도 꾸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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