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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온라인 상에서 제공되는 번역서비스의 경우 번역의 진행이 의뢰자와 번역참여자 외에 접근이 한정되어 폐

쇄적으로 진행되며, 자동번역서비스의 경우 아직 번역문의 정확도와 완성도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의뢰자와 번역참여자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참여자가 번역의 수

정과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익성 모델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집단지성을 갖게 되는 웹기반 번역서비스를 제안

한다.

ABSTRACT

The legacy on-line translation service limits the participation to general users except clients and translators while the 
automatic translation service guarantees no exactness and perfectness on the translated results. This paper proposes a 
web-based translation service with business model that permits the participation of general users as well as translators 
and clients to modify and evaluate the transient contents of the translation ultimately leading to the collective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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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존의 온라인 상에서 제공되는 번역서비스는 주

로 의뢰인에게 번역 요청을 온라인 또는 유무선 상으

로 요청을 받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의뢰인과 번역

요청문의 정보를 저장하게 되며, 자원자로 구성된 번

역 팀을 구성하여 번역요청문에 대해 번역을 진행하

였다[1, 2].
또한 번역하려는 문장을 자동으로 원하는 언어로 

번역해주는 자동 번역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3, 4]. 
기존에 온라인 상에서 요청에 의해 주로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번역서비스는 대부분 장문의 문서와 같

은 것을 번역하는 데에 있어서 사용되고, 번역을 진행

할 때에 비용의 소요가 많고 번역의 진행이 의뢰자와 

번역참여자 외에 접근이 한정되어 있어서 폐쇄적으로 

진행되는 어려움이 있다. 온라인 상에서 제공되는 자

동번역서비스에서는 번역을 실행하려는 원문 페이지

의 정보를 추출하여 자동번역 모듈을 통해 결과를 생

성하고 보정을 통해 번역결과를 출력하며, 번역에 대

해 보정 값을 적용하여서 기계번역의 맹점에 대해 보

완하려 했지만 번역문의 정확도 및 완성도를 보장하기

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기존 번역서비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의뢰자와 번역참여자에게만 접근이 가능하게 되

어 있는 기존의 제한을 풀어 다른 사용자들에게 번역 

참가 및 수정, 평가를 허용하여 불특정 다수에 의해 번

역의 질적 개선과 완성도가 높여 결과적으로 집단지성

에 의한 번역 결과의 도출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 중에

서는 도서관 정보 시스템[5]이나 영화 권장 시스템[6]에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연구나 웹서비스에 집단지성을 

적용하려는 연구[7]가 시도된 바 있으나 번역에 한해 적

용된 사례는 찾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지성 웹 기반 번역서비스가 제

공되기 위한 서비스 제공 구조와 이를 위해 필요한 비

즈니스 모델을 제안한다. 이 서비스를 불특정 다수에

게 제공하기 위한 자세한 서비스 제공 구조는 다음 장

에서 소개한다. 또한 이 서비스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축 중에 있는 웹사이트 현황을 제시하고 결론

을 맺는다.

Ⅱ. 서비스 제안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

서는 번역 웹사이트를 개방하여 누구나 번역에 참여케

하고 기존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이버머니 운영과[8]  
유사하게 참여 정도에 따른 보상시스템을 내장하는 집

단지성 웹 기반 번역서비스를 제안한다. 
서론에서 설명한 온라인 상에서 제공되는 번역서비

스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번역서비스를 제

공하는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이 

웹사이트의 가입자들이 서로 번역을 의뢰하고 번역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웹사이트 가입자들이 서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번역에 대해 서로 의뢰 및 번역에 

참여하여 결과물을 만들고 소정의 보상을 받게 함으로

써, 공개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의 지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해질 수 있으며 의뢰인이 지급해야하

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집단지성을 이용한 웹 기반 

번역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또 다른 목적은 다수의 

참여자를 통해 번역되고 참여자의 평가를 통해 수정 보

완이 됨으로써, 더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번역문의 

높은 정확도 및 완성도를 제공할 수 있는 집단지성을 

이용한 웹 기반 번역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진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서비스 제공 구조는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번역할 내용을 의뢰하는 의뢰자와 번

역에 실제로 참여하는 참여자가 동일한 웹 가입자 그룹

에 소속되고 이 웹 가입자 그룹 내에서 원활한 번역 의

뢰와 번역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결제 처리 전반

을 담당하고 지원하는 번역서비스 시스템을 두는 형태

이다.

그림 1. 제안된 서비스 제공 구조

Fig. 1 Proposed service provision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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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제안된 집단지성을 이용한 웹 기반 번역서

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에 대한 구성도이다. 그림 2에 나

타낸 바와 같이, 가입자들과 번역서비스 제공자 웹서

버는 인터넷으로 연결되며, 번역서비스 시스템은 번역

서비스 제공자 웹서버와 사용자의 프로파일 및 번역문

서 등을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구

성된다.

그림 2.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

Fig. 2 Environments for the provision of the provided 
service

그림 3. 제안한 서비스 제공 전체 흐름도

Fig. 3 Overall procedure of the proposed service provision

제안하는 서비스의 전체 과정을 그림 3에 흐름도로 

제시하였다. 집단지성을 이용한 웹 기반 번역서비스 제

공을 위해, 가입자들이 번역을 요청 또는 번역에 참가

하여 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번역 웹사이트에 접

속하고, 의뢰자는 번역을 다른 가입자들에게 요청하기 

위해 번역요청문을 번역 요청 게시판에 게시하고, 게시

된 내용의 수정 및 평가에 참여하는 가입자 즉 서비스 

참여자는 자신이 번역할 수 있는 영역을 번역하여 저장

한다. 번역요청문의 번역이 완료되어 요구완성도를 충

족시 번역 완료 게시판으로 이동되면, 번역에 참가한 

번역참여자에게 번역에 기여한 기여도에 따라 포인트

를 차등 지급 및 번역 참여자의 회원등급을 올려 주는 

등급포인트를 제공한다.
제안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번역 웹사이트는 

웹 서버 상에서 제공되고, 의뢰자는 의뢰자의 단말을 

이용하여 번역 서비스에 참여한다. 이하 내용에서 의뢰

자는 의뢰자 단말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음 장에는 이미 약술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각 단계별 세부적인 수행과정을 제시한다.

Ⅲ. 서비스 수행 과정

3.1. 서비스가입 단계

제안된 집단지성을 이용한 웹 기반 번역서비스의 가

입 및 포인트 제공을 위한 정보 흐름을 그림 4에 제시한

다. 사용자는 번역서비스 웹사이트의 URL을 입력하여 

번역서비스 제공자에게 접근한다. 번역서비스 제공자

는 번역서비스 웹사이트의 가입정보 및 가입조건에 대

해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사용자는 가입정보 

및 가입조건에 대해 필요한 요구정보(인증정보, 아이

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다.
번역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가 작성한 인증정보를 

기반으로 가입 적합 여부를 확인 및 프로파일 생성과 

사용자의 포인트 정보에 대해 설정한다. 이 적합 여부

를 확인할 때, 사용자가 제공하는 인증정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안을 위해 추가정보를 요구하

거나 요구정보의 수정을 사용자에게 요청하고 적합 여

부 확인 절차를 반복한다.
번역서비스 제공자는 가입 적합 여부에 대해 적합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의 가입을 승인하고 초기에 

제공되는 포인트를 공지한다. 초기에 제공되는 포인트

는 번역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설정이 되며 제공되지 않

을 수도 있다.
사용자는 번역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입을 승인받게 

되면 가입자가 된다. 번역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포인트 구입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사용자는 포인트를 

구매려고 할 경우 번역서비스 제공자에게 온라인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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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매의사를 알리고 원하는 포인트의 수치에 따라 구

매요청을 하여 신용카드 전자결제 및 계좌이체를 통해 

송금한다. 온라인 상으로 구매의사를 알리기 위해, 예
를 들면 번역서비스 제공자가 번역서비스 웹사이트 상

에 포인트 구매에 대해 표시해놓은 것을 클릭해야 한다.
번역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가 포인트에 대해 구매

요청을 하여 신용카드 전자결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송금을 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전자결제 또는 계좌이체

를 통해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포인

트의 수치를 사용자에게 온라인 상으로 지급하고, 사용

자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번역서비스 웹사이

트 상에 표시해준다.

그림 4. 서비스 가입 및 포인트 제공의 정보 흐름

Fig. 4 Information flow for service subscription and point 
assignments

3.2. 번역요청 단계

제안된 집단지성을 이용한 웹 기반 번역서비스의 번

역요청문 제공을 위한 정보 흐름을 그림 5에 제시한다. 
사용자는 번역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번역서비

스 제공자에게 로그인을 요청한다. 번역서비스 제공자

는 사용자에게 로그인 요청에 대한 승인 및 초기화면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번역요청문이 있을 때 번역서비스 제공자

에게 번역요청문의 번역 요청 게시판 등록을 요청한다.
번역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등록 요청에 따라 번역

요청문 등록 페이지를 제공한다. 등록 페이지에는 번역

요청문을 기록할 수 있는 영역, 사용자가 번역요청문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 영역이 제공된다.
번역요청문에 대한 설정내용에는 번역 요구완성도 

조건이 포함된다. 사용자는 번역서비스 제공자가 요구

하는 내용에 대해 모두 기재하고 게시를 요청한다. 사
용자는 번역요청문을 게시할 때 번역요청문의 내용을 

추가 또는 관련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다.
번역서비스 제공자는 번역 요청 게시판에 사용자가 

요청한 번역요청문을 게시하고 갱신된 게시판을 사용

자에게 표시하여 제공한다.

그림 5. 제안된 서비스의 번역요청문 제공을 위한 정보 흐름

Fig. 5 Information flow for providing translation requests 
in the proposed service

3.3. 번역참여 단계

제안된 웹 기반 번역서비스에서 번역 참여를 위한 

정보 흐름을 그림 6에 제시한다. 사용자는 번역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번역서비스 제공자에게 로그인

을 요청한다. 번역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로그

인 요청에 대한 승인 및 초기화면을 제공한다. 사용자

는 번역 요청 게시판 화면을 요청하고 번역서비스 제

공자는 가장 최근에 갱신된 번역 요청 게시판 화면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번역 요청 게시판에서 사용자가 번역할 게

시물에 대해 접근을 요청하고, 번역서비스 제공자는 사

용자에게 게시물에 대해 접근을 허가하고 번역요청문

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사용자는 제공된 번역요청문

에 대해 번역한 내용을 입력한다.
사용자는 번역한 내용을 입력 후에 번역요청문의 번

역이 전문 또는 부분적 영역에 대해 완료되기 전에 상

시에 추가 내용 및 수정이 가능하다. 번역요청문의 번

역에 참여한 사용자는 번역 참여자가 된다.
번역서비스 제공자는 번역이 완료되면 번역에 참여

한 사용자에 대해 다른 사용자들 또는 의뢰자가 책정한 

기여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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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안된 서비스의 번역 참여를 위한 정보 흐름

Fig. 6 Information flow for translation participations in 
the proposed service

3.4. 번역평가 단계

제안된 웹 기반 번역서비스의 번역 평가를 위한 정보 

흐름을 그림 7에 제시한다. 사용자는 번역서비스 웹사

이트에 접속하고, 번역서비스 제공자에게 로그인을 요

청한다. 번역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로그인 요청

에 대한 승인 및 초기화면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번역 요청 게시판 화면을 요청하고 번역서

비스 제공자는 가장 최근에 갱신된 번역 요청 게시판 

화면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번역 요청 게시판에서 사용

자가 평가를 원하는 번역이 진행 중인 게시물에 대해 

접근을 요청하고, 번역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번

역이 진행 중인 게시물에 대해 접근을 허가하고 번역요

청문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그림 7. 제안된 서비스의 번역 평가를 위한 정보 흐름

Fig. 7 Information flow for translation evaluations in the 
proposed service

사용자는 번역요청문의 번역된 전문 또는 부분적 영

역에 대해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평가점수는 번역된 번

역요청문의 전문 또는 부분적 영역에서 번역에 사용된 

표현, 문장, 및 단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한 점수이며, 
이때 오번역, 어울리지 않는 문장 및 단어에 대해 지적할 

수 있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기재 및 적용하게 할 

수 있다. 번역서비스 제공자는 평가를 이행한 사용자에

게 평가 기여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3.5. 번역결과 제공 단계

제안된 번역서비스 결과를 제공받기 위한 정보 흐름

을 그림 8에 제시한다. 사용자는 번역서비스 웹사이트

에 접속하고, 번역서비스 제공자에게 로그인을 요청한

다. 번역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로그인 요청에 대

한 승인 및 초기화면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번역 완료 

게시판 화면을 요청하고 번역서비스 제공자는 가장 최

근에 갱신된 번역 완료 게시판 화면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번역 완료 게시판에서 원하는 번역완료문

을 선택하여 접근을 요청한다. 번역서비스 제공자는 접

근을 허가하고 번역완료문의 샘플 페이지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번역완료문의 샘플을 확인하고 번역완료문 

파일의 다운로드를 요청하고, 번역서비스 제공자는 번

역완료문에 대한 포인트를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사용자는 청구한 포인트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번

역서비스 제공자는 포인트 지급을 승인하고 번역완료

문의 다운로드를 승인한다.

그림 8. 제안된 서비스의 번역결과 제공을 위한 정보 흐름

Fig. 8 Information flow for translation results providing 
in the proposed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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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번역 완료의 결정

제안된 번역서비스의 번역 완료는 그림 9에 제시된 

과정에 따라 결정된다. 번역요청문을 번역 완료 게시판

으로 이동시키려면, 번역요청문에 대한 평가점수가 입

력되었는지 판단하는 평가점수 판단단계를 거친다. 평
가점수가 입력되지 않을 경우 평가점수가 입력될 때까

지 대기한다. 
평가점수가 입력된 경우, 평가자수가 의뢰자 또는 번

역서비스에서 요구하는 필요 최소인원이 되었는지 판

단하는 인원판단 단계를 거친다. 최소인원에 미달할 경

우 평가점수 판단단계부터 다시 시작한다. 최소인원을 

만족할 경우 평가점수가 의뢰자 또는 번역서비스에서 

요구하는 평가점수에 도달하였는지를 판단하는 평가점

수 만족판단단계를 거친다. 요구하는 평가점수를 만족

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평가점수 판단단계부터 다시 시

작한다.
평가점수가 필요 최소 평가점수 이상이 되었을 경우

에는 번역요청문을 번역 완료 게시판으로 이동한다. 번
역완료게시판으로 이동 후에는 포인트를 지급한 인가

된 사용자에게만 번역된 내용의 열람이 허용된다.

그림 9. 제안된 서비스의 번역 완료를 위한 흐름도

Fig. 9 Procedure for translation finalization in the proposed 
service

평가점수는 번역된 번역요청문의 전문 또는 부분적 

영역에서 번역에 사용된 표현, 문장, 및 단어에 대한 적

합성을 기준으로 부여된다. 평가점수가 필요 최소 평가

점수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의뢰자에게 완료를 알리고, 

의뢰자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완료 및 이동 또는 의뢰

자의 확인 결정에 따라 번역결과 파일을 번역완료 게시

판으로 이동할 수 있다.

Ⅳ. 웹사이트 구축

앞 절에서 설명한 서비스의 구현을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구축 중인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을 그림 10
에 나타내었다.

그림 10. 구축 중인 웹페이지 메인 화면

Fig. 10 Image of the main screen of the established 
web page

그림 10의 메인 화면에 번역 요청자가 번역을 요청하

는 내용이 게시되게 하였으며, 이 내용을 클릭하면 번

역을 요청하는 문서의 전체 내용이 그림 11과 같이 게

시된다. 번역 서비스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 서비스 

참여자가 번역한 내용을 올리면 그림 12에서와 같이 가

입자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로 수정하거나 평가

를 할 수 있다. 
구축된 홈페이지의 기본적인 기능들은 구현된 홈페

이지를 통해 확인하였으나 서비스 참여자의 참여도를 

평가하고 포인트를 지급하는 기능 등은 아직 구현 중에 

있으며 추후 시험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제공시 발생되

는 문제들을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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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번역할 문서 화면

Fig. 11 Image of the text page to be translated

그림 12. 번역된 문서 화면

Fig. 12 Image of the translated text page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의뢰자와 번역참여자 뿐만 아니라 불

특정 다수의 참여자가 번역의 수정과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익성 모델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집단지성

을 갖게 되는 웹기반 번역서비스의 제공 구조를 제안하

고 구현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안된 서비스 개념은 

기존의 봉사자 위주의 웹서비스 참가자에게 참여도에 

부합되는 반대급부를 제공함으로써 참여 동기를 부여

시켜주어 번역결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 서비스 제

공자에게는 또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포인트 지급 기능 등을 추가로 구현하고 현재 웹 

구축에 참여한 소수 인원만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문제 등 시험서비스 중에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

여 집단지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다. 또한 번역에 많이 참여했던 사

용자를 구별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등 번역에 자발적으

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연구와 제안한 서비스의 

객관적인 성능평가를 위한 기존 번역서비스와의 성능

비교에 대한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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