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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 social web environment in which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information occurs from users 

an environment where manifestation of collective intelligence is easily made? Or is the social web environment a 

condition that incites people to depend on the groupthink due to biased information? It is important to conduct empirical 

studies on the possibility of social media as a tool of collective intelligence under the situation where conflicting opinions 

prevail. However,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related to this were limited to an exploratory research rather than an 

empirical research. In this regard,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if the social media can perform a part as a platform 

of the collective intelligence empirically. Based on the experimental results, it can be safely said that the communication 

methods of social media showed its usefulness in both ‘intellectual capacity of the group' and ‘problem-solving skill 

of th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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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란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력하거나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집단의 지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개체

의 지  능력을 넘어서는 힘을 발휘한다. 집단지

성은 web 2.0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개념 가운데 하나로, ‘공유와 참여  개방’의 철학

을 잘 내포하고 있다[6]. 특히 사람과 사람간 계

를 이어주는 소셜미디어의 지구  확산을 통해 많

은 사람들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공통의 주제로 화를 나  수 있게 되었는데[13], 

이를 통한 다양한 사회  자본이 축  역시 소셜

미디어가 집단지성의 도구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옳다고 단하는 생각이 

있더라도 압력이 있는 사회  규범이나 다수의 

의견 등에 나의 행동을 동화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27, 29]. 소셜미디어는 풀 미디어(Pull Media)

로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을 보게 되며, 원치 않는 

메시지는 배제하게 된다. 이처럼 동류 집단들과 소

통하는 소셜미디어의 특성상 자기 주변의 정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무오류성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특히 메시지 내용에 정치  목 이 담보될 때 

정보의 왜곡  집단 동조에 의한 집단사고(Group-

think)가 나타날 우려가 크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

해 소셜미디어 이 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유사한 정보와 견해만 찾게 되고, 자신과 상

반된 견해는 회피하면서 사회 편화를 불러일으키

는 문제를 지닌다는 것이 밝 졌다[57, 58]. 소셜미

디어 역시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성

향이 비슷한 끼리끼리 집단(Like-minded People) 

간의 정보교환이나 정치  토론이 훨씬 활발하게 

이 지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가 이용자들로부터 일어

나는 소셜 웹 환경에서는 집단지성이 발 되기 쉬

운 환경일까? 오히려 정보의 쏠림이 심해져 집단

사고를 부추기기 쉬운 환경일까? 상반되는 의견이 

립되는 상황에서 과연 소셜미디어가 집단지성의 

도구로서 작용할 수 있는 지 실증 으로 살펴보는 

것은 요하다. 

그러나 지 까지의 온라인 집단지성 련 연구들

은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분 실증 연구가 아

닌 탐색  연구에 그쳤거나[18, 20, 22] 실증연구라

고 하더라도 설문지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

다[19, 26]. 소셜미디어 련 연구들 역시 부분 소

셜미디어의 유용성이나 활용방안에 을 맞추어 

이용동기, 만족, 지속  사용, 구 의도 등을 측정하

는데 설문 방법을 이용한다[1, 2, 3, 8, 9, 12, 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가 과연 집단지성

의 랫폼으로서 역할 할 수 있는 지 실증 으로 알

아보고자 한다. 이를 해 소셜미디어의 커뮤니 이

션 방식과 매스미디어 커뮤니 이션 방식 그리고 별

도의 커뮤니 이션이 없는 방식을 표 할 수 있는 

오 라인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을 통해 각 커뮤니

이션 방식에 따른 집단지성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구체 인 연구의 목   연구목  달성을 한 

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미디어의 교류형 커뮤니 이션 유형

과 매스미디어의 달형 커뮤니 이션 유형  커

뮤니 이션이 없는 상황에서의 집단지성을 서로 

비교해 으로써 집단지성 제고를 한 한 커

뮤니 이션 유형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셜

미디어가 집단지성의 랫폼으로서 작용할 수 있

는 지 검증한다. 

둘째, 해결해야할 문제가 토론을 요하는 논리형 

문제일 경우와 답을 알고 있는 정보원이 필요한 

수학형 문제일 경우 커뮤니 이션 유형별 집단지

성의 결과는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지 실험을 통

해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가 정보의 쏠림에 더 취

약한가를 살펴보기 하여 집단지성 실험 시 임의 

기 이 제시되어 있는 문제를 삽입함으로써 기 

제시된 기 에 향을 받아 단을 내리는 이른 바 

닻내림 효과(Anchoring Effect)를 확인/비교해 으

로써, 정보의 쏠림 방지를 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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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배경

2.1 집단지성

고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 이토스가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손을 담  수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 모든 것은 

변한다는 그 사실뿐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복잡한 

실세계에서는 불변의 답, 즉 참(Truth)이라고 단

언할 수 있는 것은 없다[34]. 그 다면 참 그 자체

는 아니더라도, 참에 수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은 무엇인가에 한 의문이 두될 수밖에 없다. 

참에 수렴할 수 있는 유일한 안은 라톤이 얘

기한 바와 같이 자신의 인식 자체를 새롭게 문제 

삼는 자기반성  태도, 즉 ‘인식에 한 인식’을 통

해 존재론과 인식론 사이를 끝없이 왕복하는 수밖

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식에 한 인식’을 한다

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사람은 구나 자

신만이 가지고 있는 ‘지배  사고’의 틀에서 벗어

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4].

지배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인식에 한 인식

을 진할 수 있는 길은 ‘집단지성’에서 찾을 수 있

다. 집단지성은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력하거나 

경쟁하는 과정을 통하여 얻게 된 집단의 지 능력

의 의미하며, 이는 개체의 지  능력을 넘어서는 힘

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미국의 곤충학자 

Wheeler[63]가 그의 서 ‘개미 : 그들의 구조, 발달, 

행동(Ants：Their Structure, Development, and 

Behavior)’에서 처음 제시하 다. Wheeler는 개체

로는 미미한 개미가 공동체로서 업(協業)하여 거

한 개미집을 만들어내는 것을 찰하 고, 이를 

근거로 개미는 개체로서는 미미하지만 군집(群集)

하여서는 높은 지능체계를 형성한다고 설명하 다.

이후 Russell[49]이 그의 서 ‘The Global Brain’

에서 지 의 집단지성을 최 로 정의한 것을 시발

으로, 집단지성의 개념은 1994년 Levy[41]에 의

해 본격 으로 탐구되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개

념에 한 논의는 그 이 에도 있었고  최근에 유

사한 연구들이 다수 출 하 다. 비교  최근 연구

인 Surowiecki[60]의 ‘ 의 지혜(The Wisdom 

of Crowds)’, Tapscott and Williams[61]의 ‘ 키

노믹스(Wikinomics)’, 그리고 Leadbeater[40]의 ‘집

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Bruns[31]의 ‘

로듀시지(Produsage)’ 등의 개념이 근본 으로 유

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미디어 철학자인 Levy[41]는 집단지성을 ‘어디

에나 분포하며 지속 으로 가치 부여되고 실시간

으로 조정되며, 실제  역량으로 동원되는 지성’을 

의미한다고 하 다. 그는 공동체 속에 개인을 종

속시키는 체주의와 집단지성을 분명히 구분하

으며, 그런 의미에서 맹목 이고 자동 인 개미들

의 공동행동은 집단지성으로 보지 않았다. 지속

으로 재평가되고 실시간으로 조정되는 지식의 공

간에서 구성원들이 맺는 유동 인 계에 집단지

성의 요체가 있다는 것이다. Levy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없지만 구나 어떤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완 한 지식은 인류 체에 퍼져 있

다는 에서 집단지성의 요성을 주장하 다.

한편 Surowiecki[60]는 다양한 문제들이 주어

졌을 경우 한 개인이 집단보다 일 되게 나은 결

과를 지속 으로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

한다. 그는 실험 결과를 토 로 특정 조건에서 집

단은 집단 내부의 가장 우수한 개체보다 지능 이

며, 더 명한 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집단을 지배해야 할 이유

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지과학자 Simon[53]이 지

한 로 비록 사람들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제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1) 속에 살고 있

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불완 한 단을 한 

방법으로 합치면 집단의 지  능력이 작용하여 놀

1)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은 미국 카네기

멜론  Herbert Simon 교수가 “인간은 정보 부족, 인지

능력 한계, 물리 ㆍ시간  제약 등 이유로 합리성이 

제한되어 인간은 100% 합리 이지 않고 부분 으로 

합리 ”이라고 주장한 이론으로 인간의 행동 기 에

는 최 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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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명 집단지성의 의미

Levy[41]
어디에나 분포하며, 지속 으로 가치 부여되고, 실시간으로 조정되며, 역량의 실제  동원에 이
르는 지성

Bloom[30] 집단 IQ개념으로 이해

Surowiecki[60]
집단지성은 시장과 사회를 움직이는 힘. 다만, 집단 구성의 다양성, 권한의 분산성, 구성원상호
간 독립성, 의견을 종합하는 한 방법 등 4가지 조건 충족이 제되어야 함

Tapscott and 
Williams[61]

독립된 참여자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탈 심화 된 선택과 단으로부터 출 하는 집합  
지식

Leadbeater[40] 웹이 창조한 집단  사고방식과 집단  놀이방식, 집단  작업방식, 그리고 집단  신방식

Negri and Hardt[46] 앙 집  통제나 보편  모델의 제공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집합 이고 분산된 기술들

Bruns[31]
“ 로듀시지(Produsage)”라는 용어를 제안. 로듀시지는 단번에 완제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반복 이고 진화 일 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용자 주도의 콘텐츠 창작 등을 지칭

Shirky[52]

최근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 움직임을 ‘조직 없는 조직력’이라고 정의를 내리며, ‘
 새로운 ’이 오늘의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주장. 특히 조직 혹은 배후가 없으면 불가

능했던 일이 이제는 조직 없이도 더 강력한 조직력을 발휘하는 변화( 키피디아 등)에 의주
시하면서, 그 특성을 ‘끌리고 쏠리고 들끓다’로 정의

Jenkins[37] 구성원들의 문성을 결합하여 활용하는 가상 커뮤니티의 능력

<표 1> 집단지성의 정의

라운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Levy와 Surowiecki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Levy

는 집단지성을 ‘집단의 지  능력’ 차원에서 근하

고 있으며, Surowiecki는 ‘집단의 문제 해결 능력’ 

차원에서 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시

에 이들은 모두 집단지성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다

양성을 강조했으며,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

용을 통해 집단의 지  능력과 가치 단을 향상시

키는 과정을 집단지성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15].

한편, Tapscott and Williams[61]는 집단지성을 

‘ 규모 업(Mass Collaboration)’이라 지칭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체조직화된 트 들의 집

합을 활용하여 계를 맺고 공동생산하는 것’이

라고 정의하 고, Leadbeater[40]는 집단지성이란 

‘웹이 창조한 집단  사고방식과 집단  놀이방식, 

집단  작업방식, 그리고 집단  신방식’으로 규

정하 다. Bruns[31]는 ‘ 로듀시지(Produsage)’

라는 신조어를 제시하며 집단지성을 설명하 다. 이 

외에도 Bloom[30], Negri and Hardt[46], Shirky 

[52], Jenkins[37] 등이 집단지성에 해 각기 다

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주요한 내용을 심으로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이 듯 학자들마다 집단지성에 한 연구의 

근  개념에 해서는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

으나 종합하면 ‘집단지성이란 개인들의 참여에 의

한 지식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집단

의 문제 해결 능력’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유, 력, 통합의 과정을 통해 개개의 개체들이 

갖는 지  능력을 넘어서는 힘을 발휘하는 상을 

말한다.

2.2 집단사고

그러나 과연 집단의 지성이 지혜로만 작용할까? 

행동과학자 Frisch는 집단의 어리석음(Collective 

Stupidity)에 하여 “집단 으론 지혜롭지만 개인

으론 멍청한 개미와 달리 인간은 개인 으로 지

혜롭지만 집단 으론 어리석다”며 집단사고의 

험성을 강조하 다[6]. Mackay[44]는 1941년 그의 

서 ‘ 의 미망과 기(Extraordinary Popular 

Delusions and the Madness of Crowds)’에서 

“ 은 결코 이성 일 수 없으며 명할 수 없고 

집합  단은 극단으로 치닫게 되어 있다”라고 하

으며, Nietsche 역시 “ 기어린 개인은 드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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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는 그런 분 기가 항상 존재한다”며 집단의 

기를 우려했다. 집단을 경멸하는 시각을 표하

는 작품은 Le Bon[39]의 ‘군 심리(Psychologie 

des foules)’로 그는 “ 은 항상 고립된 개인보

다 지 으로 열등하다”라고 주장하 다.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어떤 집단에 

속하게 되고 집단이 가지는 사회 규범은 그 집단

에 속한 개개인의 행동에 향을 미치게 된다. 집

단의 구성원들은 집단의 규범에 동조하도록 압력

을 받게 되고, 이 게 개인이 집단이나 사회로부터 

받는 향을 사회  향이라고 한다. 동조(Con-

formity)란 일반 으로 개인이 집단 혹은 다수에 

일치하려는 경향을 말하지만 사회심리학에서는 사

회  향에 의한 것으로 동조를 설명한다. 즉 동

조행동은 개인이 집단의 향을 받은 결과 개인과 

집단 간 일치도가 증가된 경우의 행동을 의미한다

[27]. 이처럼 동조는 집단의 가치와 개체의 신념이 

일치되었을 때는 물론이고, 비록 집단의 가치와 규

범이 옳은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해도 자기의 신념

을 버리고 집단의 압력에 굴복하여 집단행동에 따

라 가는 것으로 집단사고를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

Asch[29]는 이와 같은 동조행동을 실험을 통해 

규명함으로써, 독립 인 사고와 이성 인 단을 

하려는 경향보다는 다른 사람의 단에 따르고자 

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다는 사실을 밝 냈다.

Milgram[45]은 Asch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권

에 한 복종” 실험을 수행하 는데 실험을 통해 

부분의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을 믿고 복종

하는 경향이 무도 강한 나머지 양심이나 도덕, 

이성 따 는 모두 내팽개치고 명령에 따른다는 사

실을 보여주었다.

Janis[38]는 Asch와 Milgram의 연구를 기반으

로 1972년 펴낸 ‘집단사고 : 정책 결정상의 실수

에 한 심리학  연구(Victims of Groupthink : 

Psychological Studies of Policy Decisions and 

Fiascoes)’에서 집단이 나쁜 의사결정을 하게 되

는 경우가 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Janis는 

두뇌집단이 어떻게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에 한 문제를 연구하면서 ‘집단사고’라는 개념

을 만들었다. 그는 집단사고를 ‘응집력이 강한 집

단의 성원들이 어떤 실 인 단을 내릴 때 만

장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사고의 경향’으로 정의하

다. 그는 “정책 결정, 집단 내부의 구성원들 사

이에 호감과 단결심이 크면 클수록, 독립 인 비

 사고가 집단사고에 의해 체될 험성도 그

만큼 커지게 되며 이러한 집단사고는 집단 외부를 

향한 비합리 이고 비인간 인 행동을 취하게 만

든다”고 지 했다. 

2.3 닻내림 효과

집단사고가 집단의 압력이나 권 에 한 복종

으로 인해 나타나는 잘못된 의사결정이라면 자신

의 정보가 부족하여 확실한 단 기 이 없을 때 

우연히 형성된 기 에 의해 고정 념이 형성되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련하여 Lynch and Ariely[43]는 한 가

지 흥미로운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참여자들에

게 각자 자기 주민등록번호의 마지막 두 자리 숫

자를 쓰게 한다. 그리고는 유럽산 와인 한 병을 보

여주며 각자가 측하는 그 와인의 가격을 써보게 

하 는데, 결과는 놀라웠다. 주민등록번호의 뒷자

리가 높은 사람들이 번호가 낮은 사람들보다 평균 

3.5배나 높은 가격을 써낸 것이다. 와인의 가격과 

아무 상 도 없지만 주민등록번호의 숫자를 먼  

쓰게 됨으로써 실험 상자들의 뇌리에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의 기 이 생겨나 고정 념으로 형

성되었고, 그들의 단은 이 기 에 크게 향

을 받게 된 것이다. 

Tversky and Kahneman[62]은 그들의 연구에

서 실험 참여자들에게 “UN 회원국 에서 아 리

카 국가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

다. 이 때 거가 될만한 임의의 숫자를 주었는

데, 이를 anchor라고 하 다. 즉, 실험에서는 UN 

회원국  아 리카 국가의 비율을 임의의 값으로 

제시하 는데, 제시된 임의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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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의 답변이 변하게 된다는 을 실험을 통

해 밝혔다. 이는 실험 참여자들이 양 인 단을 

내림에 있어 일단 기 값에 정박(Anchoring)한 

후 조정(Adjustment)을 통해 답을 내기 때문에 

그룹별로 임의의 값이 다를 경우 그 조정의 크기

가 불충분하여 그룹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추정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23]. 

실험 결과를 통해 Tversky and Kahneman는 

이러한 상을 ‘Anchoring and Adjustment Heu-

ristic’이라고 정의하 다. 이른 바 닻내림 효과

(Anchoring Effect)다. 닻내림 효과란 닻을 내린 

곳에 배가 머물듯이 사람들이 친숙한 기억체계를 

반복 으로 활용하는 상 는 그러한 심리를 지

칭한다. 즉, 어떤 사항에 한 단을 내릴 때 기

에 제시된 기 에 향을 받아 단을 내리는 상

이다. 부분의 사람들은 제시된 기 을 그 로 받

아들이지 않고, 기 을 토 로 약간의 조정과정

을 거치기는 하나, 그런 조정과정이 불완 하므로 

최  기 에 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62].

Tversky and Kahneman의 실험 이후 닻내림 

효과는 이후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되었다. 불

확실성과 험의 추정, 미래성과에 한 참여, 일

반 인 지식을 묻는 질문과 답변 연구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Strack and Mussweiler[56]는 “간디가 몇 살

까지 살았을까?”라는 질문을 실험 참여자들에게 

던졌는데, 몇 살 정도라는 힌트 값을 주었을 때, 

그 값에 따라 평균값이 변화하는 상을 밝 냈다.

George, Duffy and Ahuja[33]는 그들의 연구

에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구 하는데 소요된 

액을 측하는 문제를 실험 참여자들에게 주

었다. 임의로  가격에 따라 그 결과도 거의 수렴

하는 것을 밝 냈다.

Epley and Gilovich[32]는 세 가지 실험을 통해

서 실험 참여자가 응답할 때에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와 가만히 있는 경우, 고개를 흔드는 경우를 

비교해서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에 해서 실험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증명하 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사람들은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특정한 기 (Anchor)

이 주어진다면 주어진 기  값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이러한 행동은 자칫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험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 다.

2.4 집단지성 발  조건

Simon[53]의 주장처럼 우리 인간은 ‘제한된 합

리성(Bounded Rationality)’속에서 살고 있다. 언

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정보가 부족하다. 때문

에 우리는 미래를 잘 내다보지 못하며 때로는 잘

못된 기 에 앵커링되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53, 62]. 집단의 압력으로 인해 동

조행동을 보이거나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 창

의성을 말살하는 집단사고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

다면 어떤 상황에서 집단은 놀랄 만큼 하며, 

때로는 집단 가운데 가장 한 사람보다 더 

명한 단을 내리게 되는 것일까?

Surowiecki[60]는 집단의 단이 소수 엘리트

를 압도하기 해서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첫째는 집단지성에 참가하는 구성원

들의 다양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서 소수의 편향된 개인들의 부당한 

향력에 의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집단 내에

서 다양한 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서로 

독립 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때 합리성 있는 

집단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집단 

내 구성원들이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 결정하거나 뛰어난 리더에 의해서 에서 

아래로 지시하기보다는 독립된 다양한 개인들이 

분산화된 방식으로 풀 때 집단  해결안이 다른 

어떤 해결안보다 효과 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넷째는 하나의 목 을 해서 분산된 독립 인 다

양한 개인들의 노력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게 되기 해서는 분산된 개

인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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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메커니즘을 형성하기 해서 우선 으

로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 분산된 개인들의 지식이

나 경험을 언제, 어디에서든지 근 가능하여 모

든 구성원들의 분산된 지식이나 경험이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로 할 것이다.

Leadbeater[40]는 Surowiecki와 마찬가지로 집

단지성 로젝트 성공을 한 5가지 성공요소를 

제시하 다. 모든 조직에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자발 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핵심의 

원칙, 다양한 과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

는 자신감과 독립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조직의 발

을 해 기여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기여

의 원칙, 서로 계 맺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

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계맺기의 원칙, 다양한 

배경과 가치 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자율  규제를 통한 업방

법이 필요하다는 업의 원칙, 수많은 참여자들이 

다양한 과 기술, 독립 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기여에 이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공통

의 목  아래 단합해야 한다는 창의성의 원칙이 

그것이다.

Brown and Isaacs는 1995년 ‘The World Café’

라는 집단 토론방식을 개발하여 사상과 방법론을 

퍼뜨렸는데 그들이 집단지성에 근하기 해 집

단지성을 한 맥락 설정, 개방  환경 구축, 집단 

공동의 실  문제 탐색, 타인 의견 존 , 사람들 

간 다양한 을 연결, 의견 경청, 집단  발견 

획득  공유를 돕는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주

장했다[50].

Tapscott and Williams[61]는 집단지성과 유사

한 개념으로 인터넷을 토 로 한 새로운 업방식

을 ‘ 키노믹스(Wikinomics)’라 불 다. 그들은 

키노믹스의 특성으로 개방성, 동등계층 생산, 공유, 

세계  행동양식 등을 제시하기도 하 다. 

지 까지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인용하며 찾아

본 집단지성의 조건을 종합해봤을 때, 집단지성이 

발 되기 해서는 첫째, 구나 참여가 가능해야 

하며(개방성), 이를 통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려

움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의견들이 제

시되어야 한다(다양성). 둘째, 특정한 계에 갇히

지 않아 개인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독립

성) 수평  커뮤니 이션 환경이 필요하다. 마지막

으로 모여진 구성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종합해낼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집단지성의 조건은 ‘민주주의’ 조건과 유사하다. 

결국 집단지성은 인류역사상 가장 민주 인 방식

을 통해 지식을 추구하는 행 라 할 수 있다. 집단

지성이란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지식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5 소셜미디어상의 집단지성

소셜미디어에 한 다양한 정의와 해석이 존재

하고 있지만 일반 으로는 ‘사람들이 의견, 생각, 

경험,  등을 서로 공유하기 해 사용하는 온

라인 툴과 랫폼’으로 정의된다[25].

소셜미디어는 그 자체가 일종의 유기체처럼 성

장하기 때문에 소비와 생산의 일반 인 메커니즘

이 동작하지 않으며, 양방향성을 활용하여 사람들

이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사용자들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거친다[16]. 한 다양한 구성원들

이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어 창출하는 지식 

한 매우 다양하다. 소셜 웹 생태계에서는 기존 

웹과 달리 상호작용이 존재하며 이는 곧 상호감시

와 신뢰 형성 그리고 웹 건 성이 네트워크의 자

정작용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

의 소셜미디어 특징  하나는 상하 계가 없는 

자유로운 수평  커뮤니 이션을 통해 많은 정보

가 확산되어 나갈 수 있다는 이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수평  계를 유지하며 

구나 참여 가능하다는 소셜미디어의 특징은 앞서 

살펴본 집단지성의 발 조건과 매우 유사하다. 이

는 소셜미디어가 집단지성 랫폼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소셜미디어 시  이 에 인터넷 공간은 일 이 

Habermas[36]가 언 한 ‘이상  발화조건(I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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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ch Condition)을 갖춘 공론장(Public Sphere)’ 

역할에 한 기 감을 모아왔다. Habermas는 사

회구성원간 합리  의사소통을 통해 보편  이익

에 한 사회  합의를 도출하는 담론  공간인 

공론장의 요성을 강조하 으나 신문과 TV, 라

디오로 표되어 온 기존의 매스미디어는 일방

인 정보 달 기능으로 공론장의 의미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반면에 인터넷 미디어

의 사이버 공간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오 라인의 

많은 제약들로부터 자유롭다는 에서 훨씬 다양하고 

자유로운 담론의 장이 되고 있어 사회여론을 형성

하고 합의를 도출하는데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가능성을 주목받아왔다[10].

Nonaka and Konno[48]는 지식성장을 사회화

(Socialization), 외부화(Externalization), 종합화

(Combination), 내면화(Internalization) 등의 네 가

지 지식 변환과정을 ‘SㆍEㆍCㆍI 모델’로 제시하

면서 ‘Ba’라는 개념을 통해 변에서 작동하는 지

식교류의 문화  장(場)이 형성되어야 함을 설명

하 다. 여기에서 ‘Ba’란 일본 철학자 Nishida[47]

가 창안하고 Shimizu[51]가 발 시킨 개념으로 

‘place’ 혹은 ‘Field’ 정도에 해당한다. 이를 Nonaka

가 지식 창출  성장 과정에 목한 것으로 지식

교류의 문화  장(場), 곧 랫폼(Platform)을 의

미한다[5].

한편 Levy[42]는 디지털 시 의 사이버 공간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이를 ‘ 통

인 미디어와는 다른 커뮤니 이션의 형태를 갈

구하는 은이들의 국제 인 운동’이라고 보고, 새

로운 커뮤니 이션의 공간이 지니는 잠재력에 

정성을 부여하며 사이버 공간의 집단지성을 제시

하 다. 

정보기술이 발달한 에는 개인은 계속 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인과 계를 형성해 나가고 

형성된 계를 바탕으로 규모 력(Mass Colla-

boration)을 이용하여 공동의 지식을 생산하는 

상이 나타나고 있다. 규모 력은 다수의 개인

들에 의해서 출자되는 정보  지식을 통합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26].

과거 규모 력은 상당히 제한 이었다. 시간

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개인 간 연결은 한계가 있

었으며, 집단이 수직 이고 내부 으로 폐쇄 이

었기에 타인 는 타 집단과 정보  지식을 공유

하는 상이 일어나기 힘들었다. 하지만  정

보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웹상

에서 개인 간의 연결이 용이해지면서 규모 력

이 가능하게 되었다[14].

이 듯 웹 상에서는 실의 많은 제약들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집단지성은 사이버 공간에서 다

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서 다양한 형태란 소

셜 네트워크를 통하여 얻는 사소한 생활 경험에서

부터, 문  지식에 이르기까지 개인 간 공유되

는 정보  지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총체  지

식을 말한다. 한 토론방을 통하여 사회  이슈

에 해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등 집

단지성은 소셜미디어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고 있다.

2.6 소셜미디어상의 집단사고

소셜미디어의 이용이 반드시 집단지성을 증가시

킬까? 실에서는 아직도 많은 경우에 집단이 항

상 명한 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상의 특정 의제의 이슈화 과정에서 경찰이

나 언론과 같은 일종의 게이트키퍼 없이 빠르고, 

때로는 감정 으로 확산되는 여론은 극심한 쏠림 

상을 만들기도 한다[21].

Sunstein[58]은 인터넷이 지닌 탁월한 자기 필

터링 기능이 극단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매체에서는 개

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자신과 다른 생각, 다른 입

장에 있는 사람들에 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뉴스만 

선택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과만 소통할 수 있

어, 결과 으로 더 심한 분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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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다. 집단 안에서 사람들은 주변의 평

과 압력을 고려해 세를 따르거나 의견이 다를 

경우 아  침묵해 버리는 이른 바 ‘침묵의 나선효

과’2)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동조화의 결과 나타

나는 쏠림은 집단 내 유 감이 강할수록 극명하게 

나타난다. 결국 실에서는 다양한 정보, 다양한 

의견이 만나 발 인 집단지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 와 반 되는 상이 종종 벌어

진다. 자유로운 네트워킹과 공유의 역설이다[21].

소셜미디어는 풀 미디어(Pull Media)로서 자기

가 원하는 정보만을 보게 되며, 원치 않는 메시지를 

배제하는 상이 기존 인터넷 환경보다 더욱 강하

게 나타난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진실이 입증

되지 않은 루머가 퍼질 경우, 루머는 더 빠르게, 더 

멀리 확산된다. 인터넷은 쏠림 상에 합한 환경

을 제공한다. 수없이 많은 커뮤니 이션 채 의 증가

로 정보의 양과 선택의 폭은 지나치게 확 되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과 신념에 맞는 정

보만을 여과(Filtering)하는데 이는 선택권이 다양

해진다 할지라도 결국 자신과 유사 의견을 지닌 사

람들(Like-minded Individuals)이 서로를 보다 쉽

게 찾을 수 있는 토 를 마련해 다[7, 21, 59].

소셜미디어는 다양한 계층을 연결시킬 수 있는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동질 인 사람들끼

리 배타 으로 모여 서로 유사한 생각만을 지속시

킴으로써 집단극화(Grouppolarization)3)를 심화시

킨다[54].

소셜미디어를 바라보는 상반되는 의견이 립되는 

상황 즉 유토피아  과 디스토피아  에서 

과연 소셜미디어가 집단지성 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지 아니면 정보의 쏠림으로 오히려 집단사

고를 부추기는 지 실증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침묵의 나선 이론은 하나의 특정한 의견이 다수의 사

람들에게 인정되고 있다면 반 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의 고립에 한 

공포로 인해 침묵하려 하는 경향이 크다는 이론이다.

3)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결정

이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험스럽고 극

단 으로 바 게 되는 상을 말한다.

3. 연구설계

3.1 가설설정

기존 통 인 매스미디어의 커뮤니 이션 방식

이 일방향 인 일 다 계 다면 소셜미디어는 

양방향 인 일 다  다 다 계 형성이 가능해

졌다. 한 매스미디어는 된 정보를 그 로 

달받는 수동  형태 으나 소셜미디어는 능동

인 참여를 통해 서로 교류하며 정보를 쉽게 수정 

 가공하는 형태를 취한다. 특정 주제에 해서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 으로 모여 교류가 가능한 

소셜미디어 커뮤니 이션 방식을 통해 우리는 기

존의 수동  달 방식이나 혼자 해결하는 상황과

는 다른 결론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소셜

미디어의 교류형 커뮤니 이션 방식이 달형 커

뮤니 이션이나 혼자 해결하는 방식보다 집단지성

이 높게 나타난다면 소셜미디어가 집단사고가 아

닌 집단지성을 발하는 랫폼으로 역할 할 수 

있으리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 커뮤니 이션 유형에 따라 집단지성은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집단지성을 연구한 Levy와 Surowiecki는 집단

지성 발 을 해 다양성과 상호작용을 강조한 것

은 동일하나 집단지성에 한 해석에 있어서는 다

소 다른 근을 보이고 있다. Levy[41]의 경우 집

단지성을 ‘집단의 지  능력’ 차원에서 근하고 

있다. 즉,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없지만 구

나 어떤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완 한 지

식은 인류 체에 퍼져 있다는 에서 집단지성

의 요성을 주장하 다. 이와 비교해 Surowiecki 

[60]는 ‘집단의 문제 해결능력’ 차원에서 근하고 

있다. 다양한 문제들이 주어졌을 경우 한 개인이 

집단보다 일 되게 나은 결과를 지속 으로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특정 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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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은 집단 내부의 가장 우수한 개체보다 지능

이며, 더 명한 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았다.

만약 해결해야 할 문제가 심도 있는 토론을 통

해 수정/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유형이라

면 Surowiecki의 집단지성 근이 필요하며, 답을 

알고 있는 정보원이 필요한 문제 유형이라면 Levy

의 집단지성 근이 합할 것이다. 따라서 문제 

유형에 따라 집단지성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의

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 다.

가설 2 : 해결해야 할 문제 유형에 따라 집단지성은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루머란 ‘집단, 사건, 단체와 련해 진실이라고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8]. 루머는 기본 으로 ‘모호한 상황’에서 

근거없는 주장이 사람 간에 옮겨가면서 신뢰를 획

득하는 과정을 배경으로 한다는 에서 충분한 정

보가 부족해 닻내림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과 유사

하다고 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상에서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빠르게 

루머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정보의 쏠

림에 취약하다는 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각 커뮤

니 이션 유형별로 닻내림 효과의 차이를 살펴 으

로써 정보의 쏠림 방지를 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 : 충분한 정보가 부족한 문제 해결 시 커뮤

니 이션 유형에 따라 닻내림 효과는 차

이가 나타날 것이다.

3.2 조작  정의

기존 커뮤니 이션 연구들의 다양한 분류 기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 이션 방향성을 기 으로 

하여 유형을 분류하 다. 이는 커뮤니 이션 방식

의 최근 추세가 메시지 달 방법에 있어 자  

방법의 사용 증가에 따른 경향과 의사소통 방향에 

있어 양방향 소통이 강조되고 있는 상에 따른 

것이다[11]. 소셜미디어상에서 이루어지는 양방향 

소통에 주목하여 토론이 가능한 커뮤니 이션 방

식을 ‘교류형 커뮤니 이션’이라고 조작  정의하

는 한편 기존의 통  매스미디어 커뮤니 이션 

방식과 유사한 커뮤니 이션 방식은 일방 으로 

‘ 달’된다는 에서 ‘ 달형 커뮤니 이션’이라고 

명명하 다. 추가 으로 타인의 정보에 의존하지 

않은 개인들은 커뮤니 이션이 이 지지 않기 때

문에 커뮤니 이션 유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커뮤니 이션의 두 가지 유형과 비교하기 해 편

의상 ‘단독형’으로 조작  정의하여 커뮤니 이션

의 유형에 포함시켰다. 

한 집단지성 발 은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두 가지 유형의 문제를 제

시하 다. 첫 번째 문제 유형은 Surowiecki[60]가 

강조한 ‘집단의 문제 해결능력’에 을 맞추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수정/보완해 나가는 작업

이 필요한 문제 유형으로서 이를 ‘논리형 문제’라

고 정의하고, 아래 <표 2>와 같이 이를 평가하기 

한 기 을 마련하 다.

논리형 문제 평가기

1. 천국문 맞추기 - 답과 논리가 정확할 경우 → 5
-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을 유추하

는 논리가 정답을 찾는 논리에 
근 할 경우 → 3

- 정답이 아니거나, 정답이 맞다하
더라도 정답을 유추하는 논리가 
부족할 경우 → 1

2. 사라진 10원 
찾기

3. 풀려난 사형수와 
그의 모자 색 
맞추기

<표 2> 논리형 문제 평가기

두 번째 문제 유형은 Levy[41]가 시한 ‘집단의 

지  능력’에 을 맞추어 모든 것을 다 아는 사

람은 없지만 구나 어떤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상

황에서 집단지성이 발 될 수 있는 문제 유형으로

서 이를 ‘수학형 문제’라고 정의하 다. 논리형 문

제가 논리 ㆍ창의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제 유

형이라면 수학형 문제는 확실한 답을 알고 있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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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형 문제 평가기

1. 세계 국방력 
7  국가

정확한 답안을 제시할 경우 → 5
국, 터키, 랑스, 일본으로 답할 

경우 → 3
그 외 국가를 답할 경우 → 1

2. 오늘의 
KOSPI 지수

실제값에서 오차의 범 가 
50 이하일 경우 → 5
실제값에서 오차의 범 가 
51～100일 경우 → 3
실제값에서 오차의 범 가 
100 과일 경우 → 1

3. 오늘기  
청주시 
최고 기온

실제값으로 답할 경우 → 5
실제값에서 오차의 범 가 
2 이하일 경우 → 3
실제값에서 오차의 범 가 
2 과일 경우 → 1

4. 성경총권수×10+ 
콜럼버스 신 륙 
발견연도+에베
스트산 높이

실제값으로 답할 경우 → 5
실제값에서 오차의 범 가 2000 
이하일 경우 → 3
실제값에서 오차의 범 가 2000 
과일 경우 → 1

5. 랑스 수도 
리 인구

실제값에서 오차의 범 가 50만 
이하일 경우 → 5
실제값에서 오차의 범 가 50만 
과, 100만 이하일 경우 → 3

실제값에서 오차의 범 가 100만 
과일 경우 → 1

<표 3> 수학형 문제 평가기

성원이 필요로 하는 문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수

학형 문제를 측정하는 기 은 다음 <표 3>과 같다.

일반 으로는 집단이 개인보다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더 생산 이다. 그러나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책임의 분산, 사회  태만 등이 증가할 

우려도 존재한다. 집단 규모에 따른 성과가 정

인가 부정 인가를 살펴보려면 집단이 수행하는 

과업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Steiner[55]는 집

단이 수행하는 과업에 따라 집단구성원들 각자의 

개별  과업수행의 결과물들을 산술 으로 합한 

것이 곧 집단의 성과로 나타는 부가 (Additive) 

과업, 최 의 성과를 기록한 개인의 성과가 집단

의 성과를 결정짓는 합 (Conjunctive) 과업, 최

고의 성과를 올린 개인의 성과가 곧 집단의 성과

가 되는 비 합 (Disjunctive) 과업 등 집단이 수

행하는 과업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

논리형 문제 유형은 집단이 힙을 합쳐서 과제를 

수행하며 그 효과는 집단수행의 통합  노력에 의

존하기 때문에 Steiner의 과업 유형  부가  과

업 유형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수학형 문제 유형은 

집단에서 정확한 답을 알고 있는 한 구성원에 의

해 결정되기 때문에 Steiner의 과업 유형  비

합  과업 유형으로 볼 수 있다.

3.3 실험 상

본 연구를 하여 K 학교에 재학 인 경 정

보학과 학생들을 실험 상으로 선정하 다. 피실

험자들은 ‘창의  사고의 기술’이라는 공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다.

20  연령 의 같은 공을 듣는 학생들을 실

험 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실험연구는 집단으로 그룹화 할 수 있어야 하는 

특성이 있어 한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이 

실험 상자로 당하다 단했다. 둘째, 한국인터

넷진흥원[24]의 ‘2011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  인터넷 이용자의 89.7%가 SNS 이용

자인 것으로 조사되어 소셜미디어 환경을 오 라

인 환경으로 구성하여 실험하려는 본 연구에 SNS 

주이용 연령층인 20  학생들이 당하다고 단

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실험 수행 시 집단지성 

측정을 해 제시되는 문제들은 비교  높은 수

의 논리 ㆍ창의  사고를 요구한다. 따라서 창의

성 련 수업인 ‘창의  사고의 기술’을 듣는 학생

들이 해결하기에 비교  수월하며, 한 학생들에

게 심과 몰입도 유발할 수 있어 좋은 결과가 나

올 것으로 기 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실험 상자들의 총 인원은 36명으로 

이들은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집단지성 실험에 

참여하 다.

3.4 실험방법

본 연구의 목  달성을 해 실험은 학교 강

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실험 시작  실험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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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문제 유형

1

당신 앞에 천국문과 지옥문이 있다. 이  천국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두 문은 같이 생겨
서 어느 곳이 천국문인지 지옥문인지 알 수 
없다. 두 문 앞에 천사와 악마가 서 있는데 
역시 둘 다 같이 생겨서 가 천사인지 악마
인지 모르겠다. 악마에게 질문을 하면 항상 
거짓말로 답하고, 천사는 항상 옳은 말만 
한다.
천사와 악마  단 한 명에게만 한 번 질문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논
리
형

2

아빠한테 500원, 엄마한테 500원을 빌려 970
원짜리 과자를 사먹었어. 그럼 30원이 남잖아. 
그래서 아빠한테 10원 주고, 엄마에게 10원 
주고, 내가 10원 가졌어. 그럼 엄마, 아빠한테 
각각 490원씩 빌린거잖아. 더하면 980원이잖
아. 내가 가진 10원을 더했어. 그럼 990원이잖
아. 어라... 나머지 10원은 어디갔지?
나머지 10원은 어디로 갔는지 논리 으로 설
명하라.

3

세 명의 사형수가 있다. 사형 집행 당일 간수가 
세 명의 사형수를 불러 흥미로운 제안을 한다. 
“내가 문제 하나를 내지. 이 문제를 맞히는 
사람은 풀어주겠다.” 세 명의 사형수는 간수의 
제안에 모두 동의했다. 간수는 사형수들에게 
빨간모자 세 개, 노란모자 두 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사형수 세 명을 앞사람의 뒤통수를 
보도록 일렬로 세웠다. 간수는 무작 로 모자
를 선택해 사형수들에게 었다. 그리고 자신
이 쓴 모자의 색깔을 맞추는 사람을 풀어주기
로 했다. 다만, 첫 번째 사람은 어느 것도 볼 
수 없다. 두 번째 사람은 앞사람의 모자색깔을 
볼 수 있다. 세 번째 사람은 앞의 두 사람의 
모자색깔을 볼 수 있다. 30여분의 정 이 흐른 
후 한 사형수가 자신의 쓴 모자 색깔을 맞추고 
풀려났다. 
풀려난 사형수는 몇 번째 사형수이며 그의 
모자 색깔은 무엇인가? 와 같이 답변한 이유
를 답변자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라.

4 2012년 세계 국방력 순  7 인 국가는?

수
학
형

5 오늘의 KOSPI 지수는 얼마로 마감했을까?

6 오늘기  청주시의 최고 기온은?

7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성경의 총 권수(구약 성경  신약 성경)× 
10 + 콜럼버스가 신 륙을 발견한 해 + 에베
스트산의 높이 = ?

8

랑스 수도 리의 인구는 1,000만 명보다 
많을까? 을까? 많다면 략 몇 명이라고 
생각하며, 다면 략 몇 명이라고 생각하는
지 답하라.

<표 4> 집단지성 문제방법을 실험 상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 다. 제

한 시간은 40분이 주어졌다. 실험에 앞서 실험

상자들에게는 본 실험을 ‘창의  사고 측정을 

한 실험’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실험 시 실험의도를 

악하여 생기는 편향(Bias)을 이는 한편 제시

되는 집단지성 련 문제 풀이에 실험 상자들이 

집 을 기하도록 노력하 다. 

실험을 해 교류형 그룹, 달형 그룹, 단독형 

그룹 등 총 세 그룹으로 피실험자들을 나 었다. 세 

그룹 모두 제시된 집단지성 문제를 40분의 제한 시

간 내에 풀어야 한다. 제시된 집단지성 문제란 논리

ㆍ창의  사고를 요구하는 논리형 문제 3문항과 

확실한 답을 알고 있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수

학형 문제 5문항, 총 8문항으로 구성된다. 제시된 

집단지성 문제는 <표 4>와 같다.

세 그룹 모두 동일한 문제가 제시되며 각 그룹별 

문제 해결 시 지켜야할 실험 차는 다음과 같다.

교류형 그룹의 경우 문제 해결 시 토론이 수반

되기 때문에 다른 그룹들과 같은 강의실에서 실험

을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교류형 그룹은 별도의 

강의실에서 실험을 동시 진행하 다. 교류형 그룹

의 구성원들은 그룹 내 구와도 서로 상의가 가

능하다. 다만 제한 시간이 종료되면 개인 답안지

에 답을 어야 하며, 이 때 타인의 답안지를 볼 

수 없다. 교류형 그룹은 집단지성 문제 풀이와는 

별도로 실험시간이 종료되면 참여, 극성, 실시간 

조정을 측정하는 간단한 설문이 병행된다.

달형 그룹은 집단지성 문제 수만큼의 빈 페

이퍼가 제공된다. 달형 그룹의 구성원들은 제

공된 빈 페이퍼에 지정된 순서에 따라 자신의 의

견  답을 은 후 다음 구성원에게 넘겨주면 

된다. 답을 모르더라도 최 한 알고 있는 정보를 

기입하여 다음 순서의 구성원이 참고할 수 있도

록 공헌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번 넘긴 페이퍼는 

다시 돌아올 수 없으며, 페이퍼를 다음 사람에게 

넘길 때 제한된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한 페이

퍼와 별도로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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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A B C D E F G H 평균

1 5 5 5 5 1 5 5 5 4.5

2 5 5 5 5 1 1 5 5 4

3 3 3 3 3 3 3 3 3 3

4 3 3 5 5 5 5 5 5 4.5

5 5 5 5 5 5 5 5 5 5

6 5 5 5 5 5 5 5 5 5

7 5 5 5 5 5 1 5 5 4.5

8 1 1 1 1 1 1 1 1 1

총 32 32 34 34 26 26 34 34 31.5

<표 5> 교류형 그룹의 집단지성 수

※ 강한음  : 답과 논리가 정확할 경우(논리형), 실제값 

는 오차 범 에서의 값(수학형). 

※ 간음  : 답을 유추하는 논리가 정답에 근 할 경우 

(논리형), 지정된 오차 허용 범  수 (수학형).

※ 음 없음 : 정답을 유추하는 논리가 부족할 경우(논리

형), 허용된 오차 범 를 과할 경우(수학형).

문제 A B C D E F G H I 평균

1 1 1 1 1 1 1 1 1 1 1.00 

2 5 5 5 5 5 5 5 5 1 4.56 

3 1 1 1 1 1 1 3 5 1 1.67 

4 5 5 5 5 1 5 1 1 5 3.67 

5 1 5 1 5 5 5 5 5 3 3.89 

6 3 1 1 1 3 1 1 1 5 1.89 

7 1 1 1 1 3 1 3 3 3 1.89 

8 1 1 1 1 1 1 1 1 1 1.00 

총 18 20 16 20 20 20 20 22 20 19.56 

<표 6> 달형 그룹의 집단지성 수

단독형 그룹은 각 구성원 간 커뮤니 이션이 부

재하기 때문에 별도 그룹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

지 않는다. 다만 교류형 그룹과 달형 그룹과의 

비교를 해 편의상 ‘그룹’으로 분류하 다. 따라

서 단독형 그룹의 구성원들은 별도의 통제 없이 

제시된 집단지성 문제를 개인이 풀이한 후 지정된 

시간 안에 답안을 제출하면 된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실험은 커뮤니 이션 유형별 집단지성

의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 이다. 

제시된 집단지성 문제  논리형 문제는 답보다는 

어떻게 논리를 풀어가는 가를 으로 살펴보

고, 수학형 문제의 경우에는 얼마나 답에 가까운 

수치인가를 살펴보았다. 

4.1 커뮤니 이션 유형  문제 유형별 집단

지성 비교

구성원 간 양방향 토론을 통해 답을 도출한 교

류형 그룹과 정보를 일방 으로 달하여 문제를 

풀이한 달형 그룹, 그리고 커뮤니 이션이 없어 

타인의 정보에 의존하지 않은 채 개인의 역량만으

로 문제를 풀이한 단독형 그룹 간 집단지성 수

를 비교해보고 답안 작성의 특이 을 살펴보면 다

음 <표 5>～<표 7>과 같다.

교류형 그룹의 경우 다른 그룹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집단지성 수를 보 다. 문제의 유형에 상

없이 논리형 문제와 수학형 문제에서 모두 높은 

수를 나타내 40  만 (5  만 , 8문제) 기  

31.5 이라는 높은 집단지성 수 을 보 다. 특히 

3번 문제의 경우 정확한 답안을 제출한 구성원은 

아무도 없었으나 정답을 찾아가는 논리가 다른 그

룹들의 구성원들과 비교해 우수했다. 

컨  달형 그룹의 경우 단 1명만이 정확한 

논리를 통해 답을 찾았고, 1명은 교류형 그룹의 구

성원들 답변과 일치했다. 1명은 답안을 제출하지 

못했으며, 나머지 6명은 ‘세 번째 사형수, 빨간색’

이라고 답변했다. 그 이유는 모두 앞의 두 사형수

가 노란 모자를 썼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확률에 

다른 계산을 하 는데 이는 답안자가 임의 으로 

문제의 틀을 벗어난 가정을 하여 문제를 풀이하

기 때문에 논리 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반면 교류형 그룹의 구성원들은 모두 ‘두 번째 

사형수, 노란색’이라고 답변했다. 그들의 논리는 앞 

사람이 모두 노란색이었다면 쉽게 답할 수 있었

으나 첫 번째와 두 번째 사형수의 모자가 각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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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평균　

1 1 1 1 5 1 1 5 5 1 1 5 1 1 1 1 1 1 5 1 2.00 

2 1 1 1 5 5 5 1 1 1 1 5 5 5 5 1 1 1 5 1 2.65 

3 1 1 1 1 1 1 1 3 1 1 1 5 1 1 1 1 1 5 1 1.60 

4 5 5 1 3 5 5 5 1 1 5 1 5 5 3 5 3 3 3 1 3.45 

5 1 1 1 1 3 3 5 5 1 1 5 5 3 1 3 1 1 3 5 2.70 

6 3 1 1 1 1 3 3 1 1 3 3 3 3 3 1 1 1 3 1 3.35 

7 1 1 1 3 3 1 3 3 1 1 3 1 1 3 1 3 1 1 1 2.00 

8 1 1 1 1 3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45 

총 14 12 8 20 22 20 24 20 8 14 24 26 20 18 23 22 10 31 12 18.32 

<표 7> 단독형 그룹의 집단지성 수

란색, 빨간색이었기 때문에 답을 하지 못했음을 

설명했다. 이러한 논리는 정답과 유사했다. 실제 

세 번째 사형수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형수의 

모자를 보고도 자신의 모자를 추측하지 못한 이

유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빨간색-빨간색이거나 

빨간색-노란색인 경우인데 교류형 그룹은 두 가

지 경우가 있음을 간과하고 단지 빨간색-노란색

의 경우만 고려하여 두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사

람의 노란색 모자를 보고 자신의 모자가 빨간색

이라고 추측했을 것으로 답변했다. 정확한 논리

는 두 번째 사형수 역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생

각해야 하며, 30분 동안 망설임이 있었다는 것은 

두 번째 사형수 역시 망설 음을 의미한다. 즉 두 

번째 사형수는 앞 사람이 노란색 모자가 아니었

기 때문에 쉽게 답을 못하고 망설 음을 추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첫 번째 사형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사형수가 망설이는 것을 보고 자신이 노

란색 모자가 아닌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음을 추

측할 수 있었다. 비록 교류형 그룹의 구성원들은 

정확한 답을 찾지는 못했으나 30분간 망설임이 

있었다는 힌트를 알아차려 세 번째 사형수가 답

하지 못한 이유를 논리 으로 설명하 으므로 다

른 그룹들보다 더 명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

다고 볼 수 있다. 

달형 그룹의 경우 집단의 평균값은 19.56 으

로 단독형 그룹의 평균값 18.32 보다는 다소 높

았으나 단독형 그룹이 별도의 커뮤니 이션 없이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여 독립 으로 문제를 풀이

한 만큼 집단 구성원들 수에 한 표 편차는 

교류형 그룹 3.51, 달형 그룹 1.67, 단독형 그룹 

6.43으로 나타나 단독형 그룹이 가장 개인 간 

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달형 그룹

이 가장 편차가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그룹별 집단지성 평균 수

각 그룹별 답안을 바탕으로 수를 표시하여 분

포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교류형 그룹은 문

제 8을 제외하고  문제에 걸쳐 높은 집단지성 

수 을 보이고 있다. 반면 달형 그룹은 교류형 

그룹과 마찬가지로 통일된 답안을 제출하는 경우

가 많았는데 특히 수학형 문제보다는 논리형 문제

에서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달형 그룹은 교류형 그룹처럼 통일된 답안을 

제출하기는 했지만 그 정답율은 높지 않았다. 

를 들어 달형 그룹은 1번 문제에 해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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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그룹별 답변 분포

동일한 오답을 어내는가 하면 2번 문제에서는 1

명을 제외한 8명의 구성원들이 원 정답을 어

내기도 하 다. 교류형 그룹의 경우에는 1번 문제

를 토론을 통해 1명을 제외한 7명의 구성원이 정

답을 어냈고, 단독형 그룹의 경우에는 별도의 

커뮤니 이션이 없이 문제를 풀이한 결과 19명  

5명이 정답, 14명이 오답을 제출하 다. 이는 교류

형 커뮤니 이션이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바람

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면 달

형 커뮤니 이션 방식에서는 자칫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잘못된 단을 할 수 있음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세 그룹 집단지성의 평균값은 차이가 나타났으

나, 세 그룹 모두 문제 유형에 따른 집단지성 평균

값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류형 그룹만

이 논리형 문제와 수학형 문제에서 가장 높은 집

단지성이 나타났으며, 달형 그룹과 단독형 그룹

은 서로 미미한 차이를 보이며, 교류형보다 낮은 

집단지성을 나타냈다. 문제 유형에 상 없이 집단

지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집단의 지  능력’ 

차원   ‘집단의 문제 해결능력’ 차원 모두에서 교

류형 커뮤니 이션이 유용함을 보여 다. 즉 다양

성을 가진 개인들이 모이는 양방향성을 가진 소셜

미디어상에서는 단순히 약한 연결(Weak Tie)로 

이어지는 소셜 네트워크가 도움을 가져다주는 소

셜 자본 창출[35] 외에도 서로 공통의 주제를 가지

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도 소셜 자본을 창출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커뮤니 이션 유형별 집단지성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함으로써 “커뮤니 이션 유형에 따라 집단지

성은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가설 1은 채택되

었다. 그러나 문제 유형에 상 없이 집단지성이 높

게 나타나거나 낮게 나타난 사실 확인을 통해 “해

결해야할 문제 유형에 따라 집단지성은 차이가 나

타날 것이다”라는 가설 2는 기각되었다.

4.2 참여, 다양성, 실시간 조정 측정 결과

소셜미디어 커뮤니 이션 방식과 유사한 교류

형 커뮤니 이션 그룹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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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참여하고, 토론 시 얼마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실시간 조정 과정을 거쳤는가를 

실험 후 간단한 설문을 통하여 측정하 다. 측정

을 한 설문 문항  평균 수는 다음과 같다.

항목 내용 평균

참여
귀하는 토론에 얼마나 극 으로 참여
하 습니까?

5

다양성 토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까? 5.875

실시간 
조정

최종 답안을 찾기까지 많은 수정이 이루
어졌습니까?

5.75

<표 8> 참여, 다양성, 실시간 조정 측정 결과

이미 교류형 커뮤니 이션은 동등한 계층들이 

특정 진행자 없이 자유롭게 떠들 수 있는 교류형 

커뮤니 이션 그룹이라는 에서 독립성은 확보

되었다고 보고 독립성에 한 설문은 생략하

다. 교류형 그룹 구성원들에게 실험 후 설문을 실

시한 결과 세 문항 모두 간값인 4 을 상회하

여 구성원들이 체 으로 토론에 극 으로 참

여했으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다양성이 확

보되었고, 최종 답안을 도출하기까지 실시간으로 

의견이 조정되며 집단지성이 형성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4.3 닻내림 효과 검증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시 기 제시된 기 에 

향을 받아 단을 내리는 닻내림 효과가 커뮤니

이션 유형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 살펴보았

다. 닻내림 효과를 확인하기 해 집단지성 문제 8

번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하며 기 을 포함시

켰다.

랑스 수도 리의 인구는 1,000만 명보다 많을까? 

을까? 많다면 략 몇 명이라고 생각하며, 다면 

략 몇 명이라고 생각하는지 답하라.

<표 9> 닻내림 효과 확인을 한 문제

실제 랑스 수도 리의 인구는 약 220만 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도 으로 1,000만 명이라는 기

을 통해 사람들의 답변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커뮤니 이션 유형별 닻내림 

효과의 차이를 찰하 다. 

단순히 한 집단에게 닻내림 효과가 나타나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Anchoring된 문제와 Ancho-

ring되지 않은 문제를 제시하여 비교하거나 는 

각각 다르게 Anchoring된 문제를 통해 닻내림 효

과가 나타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닻내림 효과가 나타나는가를 살펴

보는 것이 아니라 닻내림 효과의 차이를 커뮤니

이션 유형별로 비교하는 목 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 개의 Anchoring된 문제는 불필요하다. 그룹별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류형 그룹 달형 그룹 단독형 그룹

1 1,100 1,300 600

2 850 1,200 89

3 800 700 500

4 700 900 300

5 1,000 600 500

6 800 900 600

7 860 800 5,800

8 750 1,200 500

9 500 1,500

10 583

11 600

12 1,500

13 777

14 1,100

15 1,200

16 1,500

17 1,500

범 700～1,100 500～1,300
89～5,800

(300～1,500)

<표 10> 문제 8에 한 그룹별 답변(단  : 만 명)

※ 답안을 지 않은 인원은 제외.



집단지성 랫폼으로서의 소셜미디어    143

답변을 살펴본 결과 모든 그룹에서 닻내림 효과

가 나타났다. 즉 기 으로 제시된 1,000만 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 에서 리의 인구를 측

했다. 단독형 그룹의 경우 최솟값이 89만 명, 최댓

값이 5,800만 명이지만 이는 평균에서 크게 벗어

나는 값들로서 극단값으로 도 무방하다. 이들 

값을 제외하면 단독형 그룹은 300～1,500만 명 수

에서 리의 인구를 측했다. 

교류형 그룹은 700～1,100만 명 수 에서 리

의 인구를 측하여 가장 닻내림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달형 그룹이 500～1,300만 

명 수 으로 교류형 그룹보다 더 넓은 범 에서 

리의 인구를 측했다. 결과 으로 교류형 그룹

이 닻내림 효과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다음으

로 달형 그룹, 단독형 그룹 순으로 닻내림 효과

의 강도 차이가 있었다. 

만약 커뮤니 이션이 가능한 교류형 그룹이나 

정보 달이 가능한 달형 그룹에서 리의 인구

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졌을지 모른다. 그러나 집단 구성원 모두가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황하에서는 커뮤니 이션 유형과는 무 하

게 여 히 닻내림 효과는 존재하며, 이러한 닻내

림 효과는 교류형 그룹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셜미디어가 가진 한계를 암시한다. 확실

한 거짓이라는 증거가 없을 때 지속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루머는 소셜미디어상에서 더 강하게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특정 루머 

발생 시 그 루머가 진실이라고 믿어지는 것에 한 

사회  수렴 상은 정보의 쏠림 상(Information 

Cascades)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사

람들이 루머를 신뢰하며 이 같은 상이 계속되면 

결국 루머가 확실한 거짓이라는 증거 없이는 지속

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살펴본 바 로 닻내림 효과는 모든 커뮤니 이

션 유형에서 나타났으며 그 강도의 차이도 그룹별

로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 다. 따라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한 문제 해결 시 커뮤니 이션 유형에 

따라 닻내림 효과는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가설 3은 채택되었다.

5. 결  론

5.1 연구결과의 요약  논의

본 연구에서는 상반되는 의견이 립되는 상황

에서 과연 소셜미디어가 집단지성의 랫폼으로서 

역할 할 수 있는 지 실증 으로 살펴보고자 하

다. 이를 해 소셜미디어의 커뮤니 이션 방식에 

을 맞춰 오 라인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 수

행  분석을 통해 그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커뮤니 이션 유형별로 그룹을 나 고 실

험을 실시한 결과 집단지성은 교류형 그룹에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달형 그룹과 단독형 그룹

은 미미한 차이를 보이며 낮은 집단지성 수 을 

보 다. 소셜미디어의 커뮤니 이션 방식에 가까

운 교류형 그룹의 집단지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은 소셜미디어가 집단지성의 랫폼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해결해야할 문제 유형이 토론을 요하는 

논리형 문제일 경우와 답을 알고 있는 정보원이 

필요한 수학형 문제일 경우 그룹별 집단지성의 차

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교류형 그룹의 경우 문

제 유형과 무 하게 높은 집단지성 수 을 보 으

며, 달형 그룹과 단독형 그룹 역시 특정 문제 유

형에서 집단지성이 유리하게 나타나지는 않아 집

단지성 발 에는 문제 유형보다는 커뮤니 이션 

유형이 더 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교류형 

그룹에서 문제 유형에 상 없이 집단지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집단의 지  능력’ 차원과  ‘집단

의 문제 해결능력’ 차원 모두에서 교류형 커뮤니

이션이 유용함을 보여 다. 양방향성을 가진 소

셜미디어상에서는 단순히 약한 연결(Weak Tie)

로 이어지는 소셜 네트워크가 도움을 가져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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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자본 창출 외에도 서로 공통의 주제를 가지

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도 소셜 자본을 창출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구성원은 

많으나 획일 으로 행동하는 체주의와는 구분되

며, 다양성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 자발 으로 참

여할 때 비로소 발 된다.

마지막으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 제시

된 기 에 향을 받아 단을 내리는 닻내림 효

과는 모든 커뮤니 이션 유형에서 나타났으며 특

히 교류형 그룹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교류형 커뮤니 이션 방식을 지니는 소셜미디어의 

취약 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소셜미디어상에서 확

실한 정보가 없을 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된다면 

정보 쏠림 상이 더 빠르고 강하게 일어나며,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음을 상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는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만들어냈다. 

페이스북의 ‘좋아요(Like)’, 트 터의 ‘리트윗(RT : 

Retweet)’과 핀터 스트의 ‘핀잇(Pin It)’ 등이 그 

표 인 이다. 이는 과거의 의사소통 방식보다 

훨씬 쉽고, 간단하고, 재미있다. 이러한 특징은 더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 없이 소셜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사람들의 참

여는  다른 가치를 만들고 이는 결국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소셜 자본을 창

출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가 가진 특징이 집단

지성 발  조건과 유사하다는 에 주목하여 커

뮤니 이션 유형별로 그룹을 나 고 집단지성을 

측정하는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 결과 소셜미

디어 커뮤니 이션 방식과 유사한 교류형 그룹에

서 문제 유형과는 무 하게 가장 높은 집단지성 

수 을 보이며 소셜미디어가 집단지성의 랫폼

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 커뮤니 이션 방식이 닻내림 효과에 가장 

취약하다는 은 그만큼 소셜미디어라는 공간에

서 정보의 쏠림 상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네트워크상의 구성원들의 연결이 네트

워크 내부로 집 되어 있을 경우, 다시 말해 자

기들끼리의 연결 도만 높은 네트워크의 경우, 

‘에코 챔버 효과(Echo-chamber Effect)’가 발생

할 가능성이 크다. 폐된 방안에서 자신들이 

내는 소리가 계속 울리는 것처럼 네트워크 내부

에서 비슷한 정보와 아이디어만 계속 돌고 강화

되는 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소한 시각으로 

자신들만의 입장과 생각에 매몰되어 창의 으로 

문제를 보지 못하고 남다른 해석과 의견을 내는

데 실패하는 것이다. 닻내림 효과나 정보의 쏠

림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사람과 사람 간 계에 한 신뢰는 계 속에

서 나오는 정보마 도 신뢰하는 경향이 크다. 사

람과 사람 간 계를 연결해주는 소셜미디어는 빠

른 력과 연결망을 통해 잘못된 정보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다는 험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만큼 자정작용 한 빠르게 이 진다. 즉 잘못

된 정보가 퍼지면 군가는 분명히 바로잡고 바로

잡힌 정보가 다시 퍼져나간다고 볼 수 있다. 소셜

미디어상에서 나타나는 동조나 집단사고 역시 장

기 으로는 무한에 가까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소셜미디어의 자정능력에만 의존하기에는 

기 잘못된 정보확산과 바로잡힌 정보의 확산 간 

차이 시간(Recover Time) 동안 입게 될 피해는 

과거 통  미디어 환경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

로 크다. 한 소셜미디어에서는 잘못된 루머 확

산 시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까지는 지속화되는 

특징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소셜미디어상

에서 잘못된 정보확산을 막기 해서는 빠른 응

이 필수 이며, 루머 확산 시 그 내용이 정부 는 

기업 련일 경우 정부나 기업이 극 으로 나서

서 정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 이

나 기업의 응 이상으로 요한 것은 정보를 확

산시키는 주체의 필터링 능력이다. 궁극 으로 소

셜미디어 생태계의 자정작용이 작동하기 해서는 

개인의 소셜필터링(Social Filtering) 능력 함양을 

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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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 방향

지 까지 소셜미디어가 과연 집단지성의 장이 

될 수 있는 지 아니면 마녀사냥의 공간인지 학자

들마다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다. 그러나 집단지성 

연구들은 그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탐색  연

구에 그치거나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연구들이 

부 다.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가 집단지성의 도구

가 될 수 있는 지 확인하고자 오 라인 실험을 설

계하여 측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 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소셜미디어가 집단지성의 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소셜미디어상에서 정보의 

쏠림이 심해질 수 있다는 사실의 발견은 소셜미디

어를 활용하고자 하는 공공기   기업차원에서 

소셜미디어 운  략에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

계 을 안고 있어 향후 연구를 통한 보완이 요구

된다.

첫째,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정보 취득 가능성

에 한 내용을 간과하 다. 일반 으로 온라인상

에서는 정보의 획득이 용이하기 때문에 닻내림 효

과가 실제 실험처럼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

이 높다.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자신이 의심되는 

정보를 검색을 통해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기 때

문이다. 본 연구가 통제된 실험환경 속에서 실험

을 수행한 시도한 은 연구의 큰 의의라 할 수 

있으나 오 라인 실험환경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온라인 환경과 동일하지 못한 통제 환경을 조성하

지 못한 은 향후 연구에서 더욱 고민되어야 할 

부분이다.

둘째, 개인의 소셜필터링(Social Filtering) 능

력에 한 고려가 부족했다. 개인은 앞서 언

된 정보 취득을 통해 필터링을 학습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잘못된 정보확산 시 무조건 으로 공

유하여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 로

의 검증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소셜 리터러

시(Social Literacy)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부

분 경험에 기반을 둔 학습에 기인한다. 따라서 집

단지성과 집단사고가 나타나는 차이는 단순히 커

뮤니 이션 방식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셜필터링 

능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기   기업의 잘

못된 정보 확산에 한 응 방안도 요하지만 

사건 발생 이 의 방차원에서 소셜필터링 능력

이 고려되어야 한다. 소셜필터링 능력은 소셜미디

어 생태계에서 자정작용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함에 있어 t-

검정을 통한 그룹 간 평균 비교가 아닌 단순 평균 

비교를 이용하 다. 이는 실험 방법의 특성상 부

족한 샘  수에 따른 한계에 기인한다. 따라서 향

후 실험참여자 수를 늘려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지성 측정을 한 문제의 주제

가 가치 립 이었다는 이다. 정보는 인지하고 

해석하는 행 이며 정보의 인지와 해석 작용에는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처한 상황  

심사 등이 요한 역할을 한다. 소셜필터링이 개

인의 학습된 능력이라고 본다면 개인의 심사를 

유발하는 것은 정보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지성의 문제를 가치 립 인 

주제로 한정하 기에 가치편향 인 주제는 고려하

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소셜미디어상에

서 정보의 쏠림이 일어나는 경우 부분 가치편향

인 정보들이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을 볼 때 가

치편향 인 주제의 문제라면 집단지성 측정 결과

가 달라졌을 것을 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커뮤니 이션 방식에만 을 맞추어 집단지

성을 살펴보았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개인의 소셜

필터링 능력이나 주제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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