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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기반의 스마트 지식공유 시스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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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통신망과 컴퓨터 기술의 발전은 수많은 정보 및 지식을 생산해 내는 기반이 되었고, 최근 대중화가 가
속화 되고 있는 스마트디바이스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와 지식을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정보와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의 지식공유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 질의에 대해 인터넷 정보 검색, 축적된 지식 검색, 소셜네트워크 상의 지인 답변 기능으로 구성된다. 

제안한 시스템의 효용성 분석을 위하여 사용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스마트디바이스를 이용한 지식공
유 시스템이 일반 정보검색엔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만족도를 나타냈다.

주제어 : 지식공유 시스템, 질의응답 시스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스마트 디바이스, 정보검색 시스템

Abstract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networks and computer technology has become a foundation to open 
up a sea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The recent popularization of smart devices has been used as a tool to 
easily obtain the desired information and knowledge. In this paper, a knowledge-sharing system using information 
and social networks based on smart devices is proposed. The proposed system consists of functions of an 
Internet information search for user queries, accumulated knowledge, and social network response from 
acquaintances. An evaluation for user satisfaction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icacy of the proposed system. 
According to the experiment, the knowledge-sharing system using smart device information results in significant 
satisfaction compared to the general information search engines.

Key Words : Knowledge Sharing System, Question and Answering System, Social Network Service, Smart 
Device, Information Retrie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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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와 지식은 컴퓨터 기술과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

해 빠른 속도로 생산  축 되고 있으며 정보검색자1)가 

요구하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기 한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검색자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표

인 방법은 정보검색 시스템과 질의응답 시스템, 인력

기반 질의응답 시스템 등이 있다. 정보 검색 시스템은 정

보검색자 질문에 포함된 키워드와 연 된 문헌 집합의 

빈도 정보를 이용하여 추출한다[9]. 이 방법은 정보검색

자의 검색의도를 반 한 결과가 아니라 질문에 포함된 

단어의 형태  정보에 따른 빈도 가 치를 이용한다. 때

문에 정보검색자의 질문에 해 정확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없는 문제 을 갖고 있다. 정보검색 시스템이 정보검

색자의 질문에 해 분석된 키워드와 유사한 문서들을 

나열해 주는 방식이라면 질의응답 시스템은 질문에 한 

단어 는 구, 문장 등의 형태로 질문의 정답만을 제공한

다[9]. 질의응답 시스템은 일반 으로 두 가지 기능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정보검색자의 질문을 분석하여 정

보검색자 요구 정보를 악하는 기능이다. 두 번째 정보

검색자 요구 정보를 바탕으로 련 문서를 검색하고 요

약하여 정보검색자에게 제공해주는 기능이다. 최근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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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시스템은 정보검색자가 시스템에 질문을 등록하고 

다른 사용자가 답변을 등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보검

색자의 정보요구를 잘 악할 수 있지만 질문 노출이 어

렵고 질문에 한 응답의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정보검색자의 질문에 한 답변을 하는 사용자들 한 

익명의 사용자이기 때문에 질문에 한 정확도가 떨어지

며 스팸이 답변으로 등록되기도 한다. 이 같은 질의응답 

시스템의 단 을 극복하기 해 인력기반 질의응답 시스

템이 제안되었다. 인력기반 질의응답 시스템이란 정보검

색자 질문을 보다 쉽게 이해하여 정확도 높은 답변을 제

공하기 해 인력을 기반으로 하는 질의응답 시스템을 

말한다[7]. 인력기반 질의응답 시스템은 정보검색자의 질

문에 해 사람이 직  답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답변

에 한 정확성이 다소 보장 되지만 유사한 질문에 해 

재검색이 요구되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은 정보검색자에게 신뢰성 있는 답변을 제공

하기 해 지인 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검색자의 

정보 요구에 한 합한 답변을 제공 할 수 있는 지인 

기반의 스마트 지식공유 시스템을 제안한다.

2. 관련연구

2.1 질의응답 시스템

질의응답 시스템은 일반 으로 커뮤니티 형태로 서비

스되고 있으며, 정보검색자가 시스템에 질문을 등록하면 

다른 사용자가 질문에 한 답변을 등록하는 구조로 되

어있다. 표 인 질의응답 시스템은 “Yahoo! Answers”, 

“ChaCha.com”, “네이버 지식인”이다[10][12]. Yahoo! 

Answers는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할 때 입력한 질문의 

카테고리를 선택 할 수 있고 질문이 공개되는 시간을 지

정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답변이 등록되지 않은 

질문은 다른 사용자에게 노출 시켜 답변을 입력 할 수 있

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네이버 지식인은 질문 검색결과

를 정확도순 는 등록시간 순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등록되는 질문들을 노출하여 다른 사용자가 

빠르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2]. 하지만, 

Yahoo! Answer와 네이버 지식인은 웹페이지를 통해 서

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웹 특성상 답변을 제공하는 일반 답변자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답변에 한 신뢰도를 보장할 수 없다.  

ChaCha.com은 사용자의 질문을 서치 가이드가 신 검

색하여 결과를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채 창을 

통해 질의응답을 수행하며 사용자 질문 내용에 계가 

없을 경우 기 인 다른 서치 가이드와 연결되는 기능

을 제공한다. 하지만 모든 결과는 웹페이지 링크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정답을 찾기 해서 

문헌을 재검토해야 하는 단 이 있다[1]. 신뢰성 있는 답

변과 질의응답에 한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해 질의응

답 시스템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질의응답 

시스템에서 질문에 한 Case-Frame을 구성하고, 이에 

해당하는 정답을 추출하는 방법이 연구 되었다[3][5]. 

한 유사한 질문과 복된 질문을 처리하기 해 자동요

약 기술이 제안되었다[14]. 질문에 한 신뢰도 측면에서 

효과 이지만, 질의응답의 실시간성을 보장하진 못한다. 

인력기반 질의응답 시스템은 정보검색자 질문 분석과 답

변을 추출하는 기술  한계를 극복하기 해 제안되었다

[8]. 정보검색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신뢰도 높은 답변을 

제공 할 수 있는 답변자 검색과 실시간 질의응답에 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흥미 있는 주제 는 과제를 할 

때 그룹 형태의 력 인 검색을 한 인터페이스와 질

의응답 검색을 해 SMS를 사용하는 방법이 연구되었

다[11][13]. 하지만 답변자의 능력에 의존 이고 SMS는 

장문의 답변에 한 한계와 요 부과에 한 단 이 있

다. 신뢰도 높은 답변을 해 다양한 답변 제공 방식을 

통합하고, 축 된 지식 재사용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 질의응답의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한 소셜네트워

크 기술을 용한 연구가 진행되어야한다.

2.1 소셜네트워크 기반 질의응답 시스템

소셜네트워크 기반 질의응답 시스템은 상용화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에게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질문

과 답변을 송해주는 시스템이다. 많은 사용자를 보유

한 상용화된 소셜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심사가 같은 사

용자에게 질문을 보내  수 있는 해쉬태그로 질문을 

송할 수 있다. 스마트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

크 웹 사이트에서 질문과 답변내용을 확인 할 수 있기 때

문에 근이 용이하다. 따라서 기존의 질의응답 시스템

보다 많은 답변을 제공 받을 수 있고 실시간성을 보장 받

을 수 있다[4]. 하지만 정보검색자가 소셜네트워크 기반

의 질의응답 시스템을 사용하기 해 소셜네트워크 서비

스에 가입해야하는 단 이 있다. 소셜네트워크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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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의 들이 빠르게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질

문의 노출이 어렵다. 한 익명의 사용자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답변의 신뢰성을 보장 할 수 없고 소

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원활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3. 스마트 지식공유 시스템

3.1 스마트 지식공유 시스템 구조

본 논문은 정보검색자에게 웹 검색, 축 된 지식 검색, 

소셜네트워크 지인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스마트 지식공유 시스템은 정보검색자의 스마트 디바이

스에 장되어있는 주소록으로 지인 기반의 소셜네트워

크를 구축한다. 구축된 지인 기반의 소셜네트워크를 사

용하여 지인이 답변한 결과를  정보검색자에게 제공한다. 

웹 검색은 상용화된 웹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하여 정

보검색자의 질문에 한 결과를 제공한다. 축 된 지식 

검색은 스마트 지식공유 시스템을 이용한 사용자들의 질

문-답변 내용을 추천 수 순서 로 나열하여 정보검색자

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정보검색자는 스마트 지식공유 

시스템을 이용하여 3가지 경로의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제

공 받은 질문-답변을 평가하여 스마트 지식공유 시스템

이 유사한 질문에 해 답변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3.2 지인 연결 

[그림 1] 스마트 지식공유 시스템 구성도

스마트 지식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기 해, 첫째 클라

이언트와 서버가 통신이 되어야 한다. 그림 1은 스마트 

지식공유 시스템 모듈의 구성도이다. 통신은 소켓통신을 

하며 클라이언트 는 서버에서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정

보를 달하기 해 패킷을 생성한다. 생성된 패킷은 클

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송된다. 

송된 패킷은 패킷 분석기에서 분류  분석되어 해당 

기능들을 순차 으로 수행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와 서

버에는 패킷을 분석 할 수 있는 분석기와 패킷을 주고받

을 수 있는 통신 모듈을 갖추고 있다. 스마트 지식공유 

시스템은 실시간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답변을 제공하기 

해 2가지의 외부시스템을 사용한다. 웹 사이트에서 제

공하는 API를 이용하여 정확도가 높은 순으로 웹 검색결

과를 제공한다. 한 구  C2DM 서버를 이용하여 지인

에게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송하고 스마트 지식공

유 시스템의 부하를 방 한다.

3.3 지인기반의 소셜네트워크 구축 모듈

지인기반의 소셜네트워크 구축 모듈은 본 논문이 제

안하는 지식공유 시스템을 이용하는 정보검색자에게 지

인기반의 소셜네트워크를 구축해주는 모듈이다. 지인이

란 정보검색자가 알고 있는 사람이며 정보검색자의 스마

트 디바이스 주소록에 연락처가 장되어있는 사람을 말

한다. 정보검색자를 심으로 지인들을 연결하여 소셜네

트워크 계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정보검색자와 지인

들이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소

셜네트워크란 정보검색자의 지인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회  계이다. 스마트 지식공유 시스템 클라이언트 

애 리 이션이 처음 실행되면 정보검색자의 주소록을 

스마트 지식공유 시스템 서버에 송하여 장한다. 

장된 정보검색자의 첫 번째 지인정보를 가져와서 첫 번

째 지인의 주소록이 서버에 장되어있는지를 확인한다. 

첫 번째 지인의 주소록이 서버에 장되어있지 않다면 

스마트 지식공유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으로 간주

하여 두 번째 지인으로 넘어간다. 첫 번째 지인의 주소록

이 서버에 장되어있다면 첫 번째 지인의 주소록에서 

원래 정보검색자의 정보가 있는지 검색한다. 원래 정보

검색자의 정보가 없다면 두 사람은 지인 계가 아닌 것

을 간주하고 두 번째 지인으로 넘어간다. 첫 번째 지인의 

주소록에 원래 정보검색자의 정보가 있다면 두 사람의 

계는 지인 계로 확정하고 각 두 사람의 스마트 디바

이스에 지인 정보를 송한다. 따라서 모든 주소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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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인매칭을 하여 각 정보검색자의 소셜네트워크를 구

성한다. 한 정보검색자를 식별하기 해서 구  C2DM 

아이디를 등록하여 고유 값을 서버에 장한다. 구  

C2DM 아이디 값은 질문, 답변, 추천 정보를 서버에 송

할 때 사용된다.

3.4 웹 검색 모듈

웹 검색 모듈은 정보검색자가 클라이언트에서 질문을 

송했을 때 자동으로 상용화된 API를 사용하여 웹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검색자가 질문을 입

력하면 질문내용을 API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 URL에 

고유한 키 값, 질문 내용, 검색 결과 개수, 검색 결과 정렬 

기  정보를 송한다. 고유한 키 값은 API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의 유무를 식별할 수 

있는 값이고, 검색 결과 정렬 기  정보는 웹 검색 결과

를 정확도순, 날짜순, 추천순서 에서 어떠한 기 으로 

나열하여 갖고 올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값이다. 웹 검

색 결과는 정확도가 높은 결과를 정보검색자에게 제공하

기 해 정확도순을 기 으로 결과값을 가져온다. 해당 

URL에 송하면 설정한 기 에 따라 결과가 송되는데 

송된 정보를 싱하여 데이터를 만든다. 결과의 개수

로 제목, 결과 문서 URL, 결과 내용으로 싱하고 정

보검색자에게 싱된 내용을 제공한다.

3.5 축적된 지식 검색 모듈

축 된 지식 검색 모듈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지식공

유 시스템을 이용한 사용자의 추천에 의해 축 된 유사

한 질문-답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사용자의 추천으

로 장된 질문-답변은 질의응답 추천  장 모듈을 

통해 리된다. 질문-답변 데이터는 시간 순서 로 장

되지만 서버에서는 일정 시간에 추천순서 로 인덱스를 

하여 유사한 질문을 검색했을 때 빠르게 답변을 제공 할 

수 있다. 축 된 질문-답변 데이터는 사용자의 추천으로 

평가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 인 답변보다 신뢰도가 높고, 

질문-답변의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 정보검색자가 클

라이언트를 통해 질문을 송하면 서버에 장되어있는 

데이터에서 질문과 같거나 질문을 포함한 질문을 검색하

여 추천수가 높은 상  10개의 답변을 정보검색자에게 

제공한다.

3.6 소셜네트워크기반 지인 답변 모듈

소셜네트워크기반 지인 답변 모듈은 정보검색자가 클

라이언트에서 직  지인을 선택하여 질문을 송하는 역

할을 한다. 축 된 지식 검색 모듈과 달리 소셜네트워크

기반 지인 답변 모듈은 스마트 지식공유 시스템 서버를 

거치지 않고 지인에게 직 으로 질문을 송한다. 그 

이유는 클라이언트간의 실시간 질의응답을 보장하고 검

증된 구 의 C2DM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안정 인 푸쉬

기능과 스마트 지식공유 시스템 서버의 과부하를 막기 

해서다. 정보검색자는 스마트 지식공유 시스템으로부터 

구성된 지인기반의 소셜네트워크에서 지인을 선택하여 

질문을 송할 수 있다. 정보검색자의 화번호, C2DM아

이디, 질문내용, 지인 C2DM아이디가 구  서버로 송되

면 구  서버에서는 지인 C2DM아이디로 등록된 스마트 

디바이스에 받은 데이터를 모두 송한다. 지인의 스마트 

디바이스에서는 C2DM Receiver클래스를 통해 메시지를 

받게 되고 화면에 표시된다. 지인이 답변을 입력하고 

송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정보검색자에게 답변이 송되

어 정보검색자는 메시지를 확인 할 수 있다.

3.7 질의응답 추천 및 저장 모듈

질의응답 추천  장 모듈은 질문자가 시스템에 질

문을 등록하고 웹 검색 답변, 축 된 추천 답변, 소셜네트

워크 지인 답변을 받은 후 정보검색자가 소셜네트워크 

지인의 답변을 평가하여 지식공유 시스템에 추천할 수 

있는 모듈이다. 정보검색자가 추천을 하면 스마트 지식

공유 클라이언트에서 패킷을 생성하고 스마트 지식공유 

시스템 서버에 송한다. 송된 패킷은 패킷 분석기를 

통해 스마트 지식공유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장되고 

추천수가 카운트 된다. 장된 데이터는 다른 사용자가 

질문을 했을 때 축 된 지식 검색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

는 데이터로 활용된다.

4. 평가

본 논문이 제안하는 스마트 지식공유 시스템은 메시

지 패킷 생성  분석 모듈,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모듈, 

지인기반 소셜네트워크 구출 모듈, 웹 검색 모듈, 축 된 

지식 검색 모듈, 소셜네트워크 기반 지인 답변 모듈, 질의

응답 추천  장 모듈을 사용하여 웹 검색, 축 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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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검색, 소셜네트워크 지인 답변 3가지를 제공 한다. 첫

째, 정보검색자는 스마트 지식공유 시스템 클라이언트에 

질문을 입력하고 송 할 수 있다. 둘째, 송된 질문은 

각 모듈에 따라 웹 검색, 축 된 지식 검색, 소셜네트워크 

지인 답변을 제공받는다. 셋째, 정보검색자가 제공받은 

답변을 추천하면 스마트 지식공유 시스템에 장된다. 

[그림 2] 스마트 지식공유 시스템 구현 결과

본 논문은 제안한 지인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스마

트 지식공유 시스템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해 행동 실

험을 실시하 다. 그림 2는 스마트 지식공유 시스템을 구

한 화면이다. 구 된 시스템을 실험  분석 방법은 아

래와 같다.

4.1 실험 방법 

실험은 남자 21명 여자 14명으로 구성하 으며 만족

도 실험은 피험자에게 상용화된 시스템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동일한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실험 하

다. 피험자는 10개의 질문을 입력하고 답변을 제공 받도

록 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를 측정하 다. 만족도 

측정 평가 항목은 표 1 과 같다[6].

만족도는 Likert Scale로 측정하 다. Likert Scale은 

1932년 R.리커트가 고안한 태도 측정법으로 같은 종류의 

내용에 계되는 여러 의견을 모아 이것을 3~7단계의 연

속체 척도상의 수에 맞추어 그 합계 을 가지고 태도

의 수로 삼는 상가평정척도와 항목분석에 의하여 작성

하는 내  일 성 척도를 결합시킨 태도 측정법이다. 만

족도는 ‘매우 부 함’을 1 , ‘매우 함’을 7 으로 

하여 1  단 로 체크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항목 만족도 측정

목 성 질문의도에 부합되는 정보를 제공 받았는가?

다양성
질문에 해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았

는가?

유용성
질문에 한 답변이 충실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

인가?

차별성
검색 엔진과 비교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받았는가?

문성
질문에 한 답변이 상식 수  이상의 가치 있

는 정보인가?

흥미성 질문에 한 답변은 심 있는 답변이었는가?

신뢰성
질문에 한 답변은 사실 이며, 믿을 만한 정보

인가?

<표 1> 만족도 측정 평가 항목 

4.2 실험 결과

Levene의 등분산 검정은 분산(변량)의 동일성을 살펴

보는 것으로 두 독립 집단 즉, 상용화된 질의응답 시스템

을 실험한 집단과 제안된 시스템을 실험한 집단의 분산

이 동일한지의 여부를 검정한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

이란 임의의 k개 샘 이 동일한 분산을 가지고 있는지에 

해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한 분산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샘 을 등분산이라고 한다. 일부 통계 인 테

스트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그룹이나 표본을 등분산이라 

가정하고 Levene의 등분산 검정은 이러한 가정의 타당

성 여부를 확인해주는 검정이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

을 실시하는 이유는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한지, 그 지 

않은지에 따라t-검정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집단 구성원의 수가 을 때는 그 차이가 더욱 커진다. t-

검정이란 두 군의 평균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제로 자

료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귀무가설 하에서 주어진 자

료가 해석될 가능성이 5% 미만인 경우 귀무가설을 기각

하고 두 군의 평균은 같지 않다는 립가설을 채택한다. 

한 각 군의 평균을 통해 어느 군이 어느 군보다 얼마만

큼 크기가 큰 지 그 차이도 함께 분석할 수 있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은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할 확

률을 알려 다. 표 2 와 표 3 은 사용자 만족도 평가의 등

분산 검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설(두 집단의 분산이 동

일하다)이 참이 확률이 각 항목에 따라 .440, .620, .877, 

.897, .052, .166, .165(유의 확률 값)이므로 항목별로 

p>0.05 결과를 얻게 된다. 따라서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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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가설이 채택되기 때문에 등분산이 가정됨의 결

과를 해석해야한다. 두 집단의 만족도 차이가 통계 으

로 유의미한지의 여부에 한 단은 평균의 동일성에 

한 t-검정 결과로 정한다. 가설은 두 집단의 평균

은 동일하다 이다. 가설의 참과 거짓 여부는 유의확률

(양쪽)에 제시된 값으로 단한다. 유의확률(양쪽)의 값

이 각 항목에 따라 .023, .000, .000, .000, .000, .000, .000 

이므로 항목별로 p<0.05 결과를 얻게 된다. 따라서 두 집

단의 만족도 평균이 동일하다는 가설이 기각된다. 결

과 으로 상용화된 시스템과 제안된 시스템을 평가한 만

족도 평균간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얻

게 된다.

 집단 N 평균
표

편차

평균의 

표 오차

목 성
1.00 35 5.6857 0.93215 0.15756

2.00 35 5.1714 0.92309 0.15603

다양성
1.00 35 5.8000 0.83314 0.14083

2.00 35 4.6857 0.86675 0.14651

유용성
1.00 35 5.9429 0.80231 0.13561

2.00 35 4.8857 0.86675 0.14651

차별성
1.00 35 5.6571 0.76477 0.12927

2.00 35 4.2571 0.74134 0.12531

문성
1.00 35 5.5714 0.50210 0.08487

2.00 35 4.8857 0.83213 0.14066

흥미성
1.00 35 5.6000 0.77460 0.13093

2.00 35 4.5143 0.91944 0.15541

신뢰성
1.00 35 5.9714 0.56806 0.09602

2.00 35 5.0000 0.80440 0.13597

<표 2> 사용자 만족도 평균  

 집단 N 평균
표

편차

평균의 

표 오차

목 성
1.00 35 5.6857 0.93215 0.15756

2.00 35 5.1714 0.92309 0.15603

다양성
1.00 35 5.8000 0.83314 0.14083

2.00 35 4.6857 0.86675 0.14651

유용성
1.00 35 5.9429 0.80231 0.13561

2.00 35 4.8857 0.86675 0.14651

차별성
1.00 35 5.6571 0.76477 0.12927

2.00 35 4.2571 0.74134 0.12531

문성
1.00 35 5.5714 0.50210 0.08487

2.00 35 4.8857 0.83213 0.14066

흥미성
1.00 35 5.6000 0.77460 0.13093

2.00 35 4.5143 0.91944 0.15541

신뢰성
1.00 35 5.9714 0.56806 0.09602

2.00 35 5.0000 0.80440 0.13597

<표 2> 사용자 만족도 평균  

[그림 3] 사용자 만족도 비교평가 결과 

5. 결론

본 논문은 지인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스마트 지식

공유 시스템을 제안하 다. 무선 네트워크와 소셜네트워

크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실시

간성과 신뢰도가 보장된 정보와 지식을 사용자에게 제공

할 수 있으며, 정보검색자 질문에 해 웹 검색, 축 된 

지식 검색, 지인 답변과 같은 3가지의 정보제공이 가능하

다. 특히 복된 질문, 유사한 질문은 웹 검색과 축 된 

지식 데이터에서 검색하여 빠르게 답변을 제공 할 수 있

다. 상용화된 질의응답 시스템과 제안한 시스템의 재

율과 정확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식공유 시스템이 상용화된 질의응답 시스템보다 평균

만족도가 13.86% 높았다. 한 상용화된 질의응답 시스

템의 만족도는 컴퓨터 비 공자가 컴퓨터 공자보다 

5.71% 높았고 제안된 지식공유 시스템에서는 컴퓨터 비

공자가 컴퓨터 공자보다 10.71% 높은 만족도 수치를 

나타냈다. 즉 컴퓨터 비 공자는 일반 으로 컴퓨터 

공자보다 검색 능력이 요구되는 검색엔진보다 검색 능력

이 덜 요구되는 질의응답 시스템을 선호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식공유 시스템을 바탕으로 향

후 정확한 답변을 제공을 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확한 웹 검색과 유사한 질문을 검색

하기 해 질문 형태소 분석기  명사 추출을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각 질문의 카테고리 분류를 한 

문서 분류에 한 연구를 통해 효율 으로 질문과 답변을 

리하고 사용자에게 제공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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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답변을 정확하게 제공 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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