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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에서의 SNS는 트 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로 표된다. 이 공간을 통해 다수의 공동참여와 업에 

의한 사회  지식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선 인터넷시 에는 키백과나 지식iN 서비스가 집단  지식생산

의 표  산물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스마트폰을 심으로 하는 무선 인터넷 시 에는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다양한 형태의 집단  지식생산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3  SNS에서의 집단지성 

참여자를 상으로 한 설문에 응답한 자료를 비교분석하 다. 트 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사용자 간 집단

 지식생산 메커니즘의 차이 을 밝히기 해 크게 집단지성 동기, 집단  지식생산모델 선호도, 집단  지식

문화인식 등 세 가지 변인을 통해 비교하 다. 3  SNS에서의 참여자 집단을 별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다

양성지향 이용동기, 개인  기여동기, 집단  지식성향인식이 가장 향력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

이 나타났다. 이 논문은 컴퓨터과학의 으로 사회자본이나 집단지성 등 사회과학의 가치를 융합한 것과, 집단

 지식생산의 장을 유선 인터넷에서 무선 인터넷의 실시간 SNS로 문을 열었다는 데에 요한 의의가 있다.

ABSTRACT

Twitter, Facebook, and KakaoStory are the major SNS in Korea. Social knowledge production is being produced by those 

services from numerous collaboration and co-participation in those SNS. Wikipedia or Naver JishikIN service was regarded as the 

representative product of collective knowledge production during the wired internet era. However now at the wireless internet era 

centered with smart phones, various forms of collective knowledge production would be achieved by connecting to SNS in 

real-time. In this thesis, the survey data of collective knowledge production for users of three SNS have been compared and 

analyzed. The difference of the collective knowledge production mechanism among Twitter, Facebook and KakaoStory has been 

studied and compared through three variables: the motivation of collective knowledge production, the preference of collective 

knowledge production model, and collective knowledge production cultural percep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discriminant 

factors for three SNS user groups, it turns out that the diversity-toward usage motivation, personal contribution motivation, and 

collective knowledge production tendency perception are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s. This thesis is of significance in that it unites 

the value of social science such as social capital and collective knowledge production from the viewpoint of computer science and 

opens the new chapter of collective knowledge production with the real-time SNS of wireless internet from the wired internet.

키워드

SNS, Collective Knowledge Production, Twitter, Facebook, KakaoStory, Mechanism

소셜네트워크, 집단  지식생산, 트 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메커니즘

- 본 논문은 박사학 논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 순천 학교 컴퓨터과학과(samtull@sunchon.ac.kr)      ** 교신 자 : 순천 학교 컴퓨터과학과(ojc@sunchon.ac.kr)

수일자 : 2013. 06. 21                      심사(수정)일자 : 2013. 06. 27                  게재확정일자 : 2013. 07. 05

http://dx.doi.org/10.13067/JKIECS.2013.8.7.1075



JKIECS, Vol. 8, No. 7, 1075-1082, 2013

1076

Ⅰ. 서 론

과학은 인류에게 편리함과 안락함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온갖 험과 멸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과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도 개인의 윤리문제를 

지나치지 말아야 하고, 집단과 공동체를 보는 사회과학

의 시각을 멀리 하지 말아야 한다. 지식정보사회의 키워

드가 된 지식자본, 사회자본 그리고 집단  지식생산 등

은 사회과학  주제이지만 컴퓨터과학의 토  에서 

발 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 시 의 패러다임인 융합

(fusion)과 수렴(convergence)의 차원에서 근해 야 

할 주제다. “지식 자체가 고도로 복잡화함에 따라, 지식

-기술 환경이 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

거나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공동연구 네트워크”[1][2]를 

필요로 한다. 모든 학문은 IT를 빼놓고 연구할 수 없는 

시 가 되어 IT분야와 융합하여 연구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IT분야에서도 다른 학문의 

역과의 폭넓은 공유가 필요하다. 그 게 하지 않으면 과

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자칫 요한 방향을 놓칠 수도 있

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컴퓨터과학의 자리에서 사회과

학 인 필요를 공유하며, 컴퓨터과학이 올바르게 기여

해야 할 방향과 고려해야 할 을 타진하기 해 시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3  SNS인 트 터, 페이스북, 카카

오스토리를 심으로 집단  지식생산(Collective 

Knowledge Production : 이하 CKP) 메커니즘을 비교분

석하 다.

Ⅱ. 련 연구

2.1. SNS

의의 SNS를 말하자면 치기반서비스나 동 상, 

슬라이드, 그림, 소리자료들을 공유하는 여러 사이트들

이 포함될 수 있고, 의의 SNS 에서도 마이스페이

스, 링크드인, 싸이월드, 요즘, 미투데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외국 서비스 에 사용자가 억 가 넘으면서 국

내에서도 일천만 명 안 이 사용하는 트 터와 페이스

북, 그리고 국내 서비스 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

카오스토리를 3  SNS로 꼽을 수 있다.

트 터는 정보공유가 주목 이며, 장 으로는 타임

라인과 리트윗 기능을 통해 빠른 정보 달  정보획득, 

단순명료함, 매쉬업 서비스를 통한 무한한 확장 등이다. 

“매쉬업 서비스는 정보나 콘텐츠, 혹은 서비스를 섞어서 

가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

다”[3][4]. 단 으로는 로필이 160자로 제한되어 개인

인 계를 맺기에는 부 합하고, 이미 아는 사람을 찾

아내는 기능이 취약하다는 이다.

페이스북은 사람들 간의 계 형성과 유지가 주목

이며, 장 은 댓 형식이어서 특정인과의 지속 인 소

통과 인맥확장에 좋고, 담벼락/페이지/그룹/게임/애

리 이션 등을 통해 다양한 계와 경험이 가능하다는 

이다. 단 으로는 검색기능이 사람 심이어서 콘텐

츠 검색에는 어려움이 많고,  세계 10억 사용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 있다.

카카오스토리는 사용자 간 다양한 사진을 공유하고 

일상의 소식을 하는 로필 앨범 서비스로 지인 심

의 연결이 특징이다[5]. 장 으로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에 역 을 두었고, 다양한 감정표 이 가능하다는 

이 있다. 단 으로는 디지털인맥을 늘려가기에는 개

인정보가 지나칠 정도로 보호되고 친구 수에 제한이 많

아 부 합하고, 사진이나 을 여러 개 올리면 지인들의 

소식란에 사진이 따로따로 게시되어 많은 공간을 차지

함으로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이 있다.

2.2. 집단  지식생산

비는 집단  지식생산을 이 게 정의하 다. “그것

은 어디에나 분포하며, 지속 으로 가치 부여되고, 실시

간으로 조정되며, 역량의 실제  동원에 이르는 지성을 

말한다. 집단  지식생산의 토 와 목 은 인간들이 서

로를 인정하며 함께 풍요로워지는 것이지 물신화되거나 

신격화된 공동체 숭배가 아니다”[6]. 지식생산을 실시간

으로 조정하는 것은 통신 설비의 개입을 부르는데, 이 

설비는 일정한 양  단계를 넘어서면 디지털 정보 기술

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6].

문가가 생산한 지식은 일반인들이 경험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식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런

데 이제는 문가가 생산하고 이 이를 수동 으로 

수용만 하는 시 가 지났고, 오히려 비 문가 이 지

식을 생산하고 문가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상이 일

어나고 있다. 특히 정보화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채 들을 증시킴으로 권력의 수평화를 가져왔다[7]. 

거기다가 연구가 비즈니스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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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지 못하는 문가들은 쇠락할 수밖에 없다[8]. 

문가들의 편화된 상황을 극복하기 해서는 정보의 

기술을 활용하여 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9]. 비는 

문가 지식생산의 업이 제 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인 네트워크, 물리 /기술  인 라 네트워크, 자료/데

이터 네트워크, 인간과 아이디어간의 네트워크가 필요

하다는 것이다[10].

뿐만 아니라 SNS는 집단  지식생산 출 의 새로운 

창구로 부상하고 있다. 트 터를 기반으로 하여 출 한 

“모두가 장에 모이다”[11], “함께 만들어가는 나눔 육

아법”[12] 등이 표 인 사례이며, 페이스북에서는 기

독교 목회자 비 그룹인 “책에 안 나오는 목회 매뉴

얼”[13]에서 사순  묵상 워크북 “성경의 작은 자들”을, 

연구자가 운 하는 페이스북 기독교 목회자 비공개그룹 

“기독교 한성결교회 목회이야기”[14]에서 림  특별

새벽기도회 자료집 “기다리는 사람들”을 같은 그룹멤버

들을 통한 집단  지식생산으로 출 한 바 있다.

2.3. 온라인과 집단  지식생산에 한 선행연구

무선으로 실시간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SNS 이 , 유

선인터넷 환경에서 집단  지식생산의 사회  생산 메

커니즘을 연구한 선행연구가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의 기본연구로 “소셜컴퓨  환경에서 집단지성의 사회

 생산 메커니즘 연구”[15]이다. 한국과 미국의 만 14

세 이상의 남녀로 한국어 키백과/ 어 키백과와 네

이버 지식iN/야후 앤서즈 이용자  기여자를 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여 분석한 유일한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

에서 키백과와 같은 업형 집단  지식생산이 활성

화되지 못한 원인을 네티즌의 동기, 지식모델 선호도, 

지식문화인식에서 찾아보고자 했다. 이를 해 한국과 

미국의 참여자를 비교하고, 한국 내에서 키백과와 지

식iN 기여자를 비교했다. 한국과 미국의 집단  지식생

산 참여자, 키백과  지식iN 기여자 집단을 동기, 생

산모델, 문화인식의 차원에서 비교한 결과 한국과 미국

의 집단  지식생산 참여자의 차이를 규정짓는 가장 큰 

특징은 지식제도인식이며, 한국의 집단  지식생산 기

여자들  서로 다른 모델에 참여하고 있는 키 기여자

와 지식iN 기여자를 구분하는 가장 큰 요인은 지식생산

모델 선호도로 나타났다[15].

Ⅲ. 집단  지식생산 메커니즘 비교연구

3.1. 변인과 가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선행연구 논문[15]에서 사용

한 변인을 통해서 무선 인터넷 환경과 개별형 집단  지

식생산 서비스라 할 수 있는 트 터,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를 비교하여 원인을 찾고 발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 변인은 집단  지식생산 이용동기와 기여동기, 

집단  지식생산모델선호도, 그리고 집단  지식성향인

식과 지식제도인식이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

을 거의 그 로 사용하되 SNS(트 터, 페이스북, 카카

오스토리)는 키백과나 지식iN과 같이 백과사 식으

로 임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서의 집단  지식생

산이므로 사회  기여동기 에서 “추가수정”을 ‘지식

수정’으로 바꾸어 사용하 다. 즉, ‘나와 있는 지식 에 

내가 아는 것을 추가하거나 틀린 것을 고치고 싶다(추

가수정)’를 ‘나와 있는 지식 에 내가 아는 것을 수정하

여 배포하고 싶다(지식수정)’로 체하 다. 연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트 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를 통한 다양

성지향 이용동기(‘정보망라’, ‘다양정보’, ‘체험정보’, ‘즉

각답변’)와 양질지향 이용동기(‘객 정보’, ‘깊은정보’, 

‘신뢰정보’, ‘체계정보’)는 트 터가 페이스북/카카오스

토리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사회  기여동기와 개인  기여동기에 있어

서는 트 터가 카카오스토리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3. 집단  지식생산모델선호도는 SNS가 개별  

집단  지식생산이지만 모두가 개별  지식생산모델을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며, 특히 카카오스토리는 어느 한

쪽을 선호하기보다는 양쪽 모두가 비슷한 간 역이 

높을 것이다.

가설 4. 집단  지식성향인식과 지식제도인식은 카카

오스토리 사용자가 트 터/페이스북 사용자보다 집단

 지식문화인식이 높을 것이다.

가설 5. SNS를 통한 집단  지식생산의 집단 별요

인은 다양성지향 이용동기일 것이다.

3.2. 연구자료의 수집  분석

응답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연구자의 인맥과 

비례한다. 성별로는 체 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은 편

이다. 연령으로는 트 터에서 50  이상이 가장 높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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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에서 40 가 가장 높았다. 

학력으로는 트 터와 카카오스토리에서 학졸업이 가

장 높았고 페이스북에서 학원 이상이 가장 높았다. 거

주지는 트 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에서 모두 소

도시가 가장 높았다.

응답표본의 SNS 이용 행태는 트 터와 페이스북은 

21시간 이상 사용자가 가장 높고, 카카오스토리 사용자

는 3시간 이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 인 차

이를 보 다. 1회 사용시간은 페이스북의 경우 30분 이

하가 가장 높았고, 트 터와 카카오스토리의 경우는 15

분 이하의 사용자 비 이 가장 높았다. 친구는 트 터는 

2천 명 이하가 가장 높았고, 페이스북은 5백 명 이하가 

가장 높았으며, 카카오스토리는 2백 명 이하가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집단  지식생산 이용동기와 기여동기

3.18 

3.45 

3.06 

3.05 

3.37 

3.64 

3.25 

3.22 

3.35 

3.32 

3.39 

3.33 

3.32 

3.58 

3.17 

3.18 

All

Twitter

Facebook

Kakaostory

Information covers

diversity Information

experience information

Respond immediately

그림 1. 집단  지식생산 다양성지향 이용동기(단  %)
Fig. 1 Diversity-toward usage motivation of CKP

3.77 

3.81 

3.83 

3.67 

3.16 

3.22 

3.11 

3.16 

2.96 

3.00 

3.03 

2.85 

2.83 

3.00 

2.80 

2.71 

All

Twitter

Facebook

Kakaostory

Objective information

Deep information

Trust information

System Information

그림 2. 집단  지식생산 양질지향 이용동기(단  %)
Fig. 2 Good quality-toward usage motivation of CKP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그림 1과 같이 SNS 집단  지

식생산 응답자의 다양성지향 이용동기는 체에서 ‘다양

정보’, 트 터에서 ‘다양정보’, 페이스북에서 ‘체험정보’, 

카카오스토리에서 ‘체험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그림 2와 같이 SNS 집단  지

식생산 응답자의 양질지향 이용동기는 체에서 ‘객 정

보’, 트 터에서 ‘객 정보’, 페이스북에서 ‘객 정보’, 카

카오스토리에서 ‘객 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68 

3.80 

3.73 

3.52 

3.54 

3.71 

3.59 

3.32 

3.64 

3.81 

3.68 

3.43 

3.52 

3.57 

3.51 

3.49 

3.70 

3.84 

3.79 

3.48 

All

Twitter

Facebook

Kakaostory

Share contributing

knowledge modify

Resolve questions

Flaunt knowledge

Knowledge Collaboration

그림 3. 집단  지식생산 사회  기여동기(단  %)
Fig. 3 Social contribution motivation of CKP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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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3.24 

3.76 

3.76 

3.86 

3.67 

3.01 

3.04 

3.10 

2.90 

2.85 

2.95 

2.96 

2.64 

3.00 

2.95 

3.32 

2.72 

All

Twitter

Facebook

Kakaostory

Technology acquisition

Other reactions

Have rewards

Recognized reputation

Professional help

그림 4. 집단  지식생산 개인  기여동기(단  %)
Fig. 4 Personal contribution motivation of CKP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그림 3과 같이 SNS 집단  

지식생산 응답자의 사회  기여동기는 체, 트 터, 페

이스북에서 모두 ‘지식 업’, 카카오스토리에서 ‘공유기

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그림 4와 같이 SNS 집단  

지식생산 응답자의 개인  기여동기는 체, 트 터, 페

이스북, 카카오스토리에서 모두 ‘타인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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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집단  지식생산모델선호도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그림 5와 같이 ‘지식유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둘 다 비슷하다(유사)’를 선택함으로 

SNS 사용자의 집단  지식생산모델선호도는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있음을 보여 다.

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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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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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 

33.30 

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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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Exposure(A:Minimize-
Indirect B:Maximize-Direct))

Composition Method(A:One 
Document B:Multiple Answers)

Description 
Method(A:Objective/Neutral  …

Learning Level(A:Learning 
B:Simple Operation)

Knowledge 
Nature(A:Accuracy/Reliabil ity …

A preferred

Similarity

B preferred

그림 5. 집단  지식생산모델선호도(단  %)
Fig. 5 Preferred of C K P model

3.5. 집단  지식성향인식과 지식제도인식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그림 6과 같이 모든 SNS에

서 집단  지식성향인식은 ‘과정 시’, 공유인식‘, ’수평

검토‘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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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3.49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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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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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Emph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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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tal Review

그림 6. 집단  지식성향인식(단  %)
Fig. 6 Collective knowledge tendency perception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그림 7과 같이 모든 SNS에

서 집단  지식제도인식은 ‘공유제도’, ‘수평검토’, ‘ 업

제도’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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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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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Emph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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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집단  지식제도인식(단  %)
Fig. 7 Collective knowledge system perception

3.6. 집단  지식생산 참여자의 별분석

표 1. 집단  지식생산 참여자의 별분석
Table 1. A discriminant analysis of CKP users

Argument
Input
Step

Wilks' 
Lambda(p) η2

Function

1 2

Diversity-
toward Usage
Motivation

1 .945(.000) .055 .426 .964

Personal
Contribution
Motivation

2 .922(.000) .078 .312 -.666

Knowledge
Production
Tendency
Perception

3 .918(.000) .082 .543 -.273

Eigenvalues .055 .047

Description 
Distributed 53.8 46.2

Rc(Rc2) .228
(.052)

.212
(.045)

Wilks’
Lambda(p)

.905
(.000)

.955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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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과 같이 첫 번째 별함수와 각 독립변수와의 상

계수를 보면 다양성지향 이용동기, 개인  기여동기, 

지식성향인식 요인과 높은 상 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이러한 요인들이 집단을 별하는 데 있어 매우 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7. 집단  지식생산 발 을 한 우선과제

15.0 

34.5 

12.0 

31.0 

7.5 

User (Contributor) motivation for 
continued

Simplified of usage method (interface)

Consider social awareness about 
discussion and collective collaboration

Improve the quality and reliabil ity of 
knowledge

Positive attitude about open and 
sharing of knowledge

그림 8. 집단  지식생산 발 과제 (단  %)
Fig. 8 Developement challenges of CKP

그림 8과 같이 3  SNS 사용자들은 ‘이용방법(인터

페이스)의 간편화’가 최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체크

했다. 이는 SNS가 분야별로는 집단  지식생산을 모을 

수 있는 랫폼이 마련되고 있지만 반 인 지식생산

의 랫폼이 무한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는 ‘지식의 질  수 과 신뢰도 향상’인데 지식

생산의 여과장치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Ⅳ. 결 론

3  SNS 사용자 간 일원배치분산분석과 별분석에 

의한 실증연구결과, 3  SNS에서 집단  지식생산 참

여  기여자의 차이를 규정짓는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

지향 이용동기이며, 트 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

리 순으로 즉각 이고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동기를 보 다. 두 번째 특징은 개인  기여동기이며, 

페이스북 > 트 터 > 카카오스토리 순으로 타인의 반

응, 유무형의 보상, 인정을 받고 명성을 얻는 것, 직업에 

도움이 되기 해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보 다. 세 

번째 특징은 집단  지식성향인식이며, 트 터 = 페이

스북 > 카카오스토리 순으로 트 터에서는 업 인식, 

집단보상 인식, 자기조정 인식을 선호하 고, 페이스북

에서 토론 인식, 과정 시 인식, 공유 인식, 수평검토 인

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 다.

본 논문은 컴퓨터기술로 만들어진 SNS를 개인 인 

차원을 넘어 사회과학 인 의 집단  지식생산과 

연 해서 연구했다는 에서 첫 번째 의의를 들 수 있

다. 유선인터넷 시  키백과와 지식iN과 같은 집단  

지식생산의 장이 만들어졌다면 스마트기기를 심으로 

한 무선인터넷 시 에 실시간 네트워크로 연결된 SNS

상에서 집단  지식생산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에서 

한 의의가 있다. 유선 인터넷에서의 집단  지식생산

의 한계 을 무선 인터넷 시 에는 실시간 네트워크로 

연결된 SNS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동인이 

되어야 한다. 

효과 이고 성공 인 조직 내외부 집단  지식생산

을 이끌어내기 한 최고의 수단으로 SNS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기업 심, 과업 심 등 부분 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이런 경험들이 트 터의 메쉬업 사이트와 페이

스북의 F8 랫폼 API를 이용해서 유선 인터넷 시 의 

산물인 키백과와 지식iN을 체하여 지식생산, 지식

장, 지식유통뿐 아니라 지식분류시스템을 보완하여 

집단  지식생산 시스템으로 확 되어 나가야 한다. 국

내에서 개발한 표 인 SNS인 카카오스토리의 경우

에도 사용자들이 트 터나 페이스북처럼 활동 역을 확

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랫폼의 개발을 기 한다.

참고 문헌

 [1] Hyuk Hahn․Oh-Jin Kwon․Hye-Jin Kang․

We Shim․Kyung-Ran Noh, “A Study o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Collaboration Networks 

in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5, pp. 

671-678, 2013, 

 [2] Yong-Hak Kim, Jung-Ro Yoon, Hae-Sun Cho, 

Young-Jin Kim "Structure of Collaboration 

Network among Korean Scientist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 41, No. 4, pp. 



3  SNS에서의 집단  지식생산 메커니즘 연구

 1081

68-103, 2007.

 [3] Hae-jin Kim․Hae-ran Kim․Soon-hee Han․

Hyug-hyun Cho․Hee-taek Ceong, “Location- 

based mashup service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inform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

nication Sciences Vol. 5, No. 6, pp. 651-656, 

2010, 

 [4] Changhoon Oh, Mashup guide usage open 

API, A-con, pp. 15-16, 2009.

 [5] Samyull Hong․Jaecheol Oh, “The effect of 

social network usage on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 Based on twitter, facebook, 

kakaoStory”,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7, No. 6, pp. 1471-1477, 2012, 

 [6] Levy, P., Tran. SooKyung Kwon, Collective 

Intelligence, Seoul : MoonhakgwaJisungSa, pp. 

38-39, 2012.

 [7] HangSup Choi, “Collective Intelligence of 

Levy : A search on possibility of professional 

intelligence beyond the general public kno-

wledge”, The Journal of Cyber Commu-

nication Vol. 26, No. 3, pp. 287-322, 2009, 

 [8] Levy, P., World Philosophie(le marché, le 

cyberespace, la conscience), Paris : Edition 

Jacobs, pp. 105-150, 2000.

 [9] Levy, P., l’anneau d’or, intelligence collective 

et propriete intellectuelle, Multitude, 5, pp. 

208-220, 2001.

[10] Levy, P., Le Jeu de l’intelligence collective, 

Societes, 79, pp. 105-122, 2003.

[11] Inhyuk Song․Eujin Lee․Korean twitter 

usages, All converge on the square : Social 

makes a wonderful world, Kyungki:IandYou, 

pp. 1-431, 2010.

[12] Jiyun Kim, A study of social media press of 

blog and twitter usages : Pierre Levy's 

Collective Intelligence around, Master's Thesis, 

JoongAng Graduate School of Journalism, pp. 

10-167, 2011.

[13] http://www.facebook.com/groups/pastormanual/

[14] http://www.facebook.com/groups/kehc.pastor/

[15] Joosung Hwang․Seoyoung Choi․Sangbae 

Kim, A study on collective intelligence social 

production mechanisms of social computing 

environment,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

elopment Institute, pp. 29-165, 2009.

자 소개

홍삼열(Sam-Yull Hong)

1998년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신학과 졸업(신학석사)

2001년 Benjamin University 목회학

과 졸업(목회학박사)

2009년 순천 학교 정보과학 학원 e-비즈니스학과 

졸업(이학석사)

2009년～ 재 순천 학교 학원 컴퓨터과학과 이

학박사과정 수료

※ 심분야 : SNS, 미디어, 네트워크

오재철(Jae-Chul Oh)

1978년 북 학교 기공학과 졸

업(공학사)

1982년 북 학교 학원 컴퓨터

공학과 졸업(공학석사)

1988년 북 학교 학원 컴퓨터공학과 졸업(공학

박사)

1984년∼1986년 기 학교 자계산학과 임강사

1986년∼ 재 순천 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 심분야 : 임베디드시스템, USN, 네트워크 설계 

 분석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tru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12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12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c0020006400650072002000620065006400730074002000650067006e00650072002000730069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5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61006400650063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7000720065002d0065006400690074006f007200690061006c00200064006500200061006c0074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900f900200061006400610074007400690020006100200075006e0061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61006c0074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die zijn geoptimaliseerd voor prepress-afdrukken van hoge kwalitei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3006f006d00200065007200200062006500730074002000650067006e0065007400200066006f00720020006600f80072007400720079006b006b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d00610069007300200061006400650071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70007200e9002d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1006c0074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6c00e400680069006e006e00e4002000760061006100740069007600610061006e0020007000610069006e006100740075006b00730065006e002000760061006c006d0069007300740065006c00750074007900f6006800f6006e00200073006f0070006900760069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e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73006f006d002000e400720020006c00e4006d0070006c006900670061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best suited for high-quality prepress printing.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ConvertToCMYK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DocumentCMYK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DocumentCMYK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1200 12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