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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크라우드소싱은 군중(crowd)과 아웃소싱(outsoucing)의 

합성어로, 불특정다수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최근 여러 분야에서 혁신(innovation)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써 크라우드소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크라우드소싱은 이전의 활용 대상들에 비해 좀 더 복잡한 

문제들에도 활발히 적용 되는 추세를 보인다. 복잡한 문제를 위한 

크라우드소싱의 경우, 물적, 인적자원의 투입규모가 크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크라우드소싱을 디자인 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해진다. 

본 연구는 문제 해결을 위한 크라우드소싱 시스템을 모델링 

하고,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크라우드소싱 의 각 디자인 요소의 

변화가 크라우드소싱의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주요 

관찰 대상은 참가자의 수와 문제분할수 이다. 참가자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크라우드소싱 퍼포먼스의 개선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보편적 동의가 있어왔지만, 

현실에서는 비용 등의 이유로 참가자 수를 증가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참가자 수를 증가시키는 것의 

대안으로 문제를 소 규모의 하위 문제들로 분할하는 

문제분할전략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문제분할수를 크라우드소싱 

디자인요소로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Agent-based modeling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 크라우드소싱을 

실제로 활용한 DARPA FANG-1 Competition 의 사례 연구와 

복잡한 문제(complex problem)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크라우드소싱을 모델링하였다. 이 때, 복잡한 문제의 문제공간의 

생성을 위해 NK-model을 활용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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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크라우드소싱의 클라이언트가 취할 수 있는 전략으로써 

새롭게 고안한 문제분할 전략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분할의 적합도가 좋을수록 퍼포먼스 개선 효과는 커지지만 낮은 

분할 적합도에서도 참가자 수의 부족에서 오는 불리함을 상당히 

만회할 수 있었다. 

 

 

주요어 : 크라우드소싱, Agent-based modeling, NK-model, 

문제분할전략, 문제복잡도 

학   번 : 2014-2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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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크라우드소싱은 군중(crowd)과 아웃소싱(outsoucing)의 

합성어로, 불특정다수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하면 많은 수의 솔루션을 얻을 수 있고, 

그 중에는 기존에 생각지 못 했던 창의적인 솔루션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다. 때문에, 최근 여러 분야에서 혁신(innovation)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써 크라우드소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과거의 크라우드소싱은 주로 로고 디자인, 번역 등의 비교적 

간단한 문제들에 활용 되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제품 디자인, 예측 

알고리즘 개발 등의 이전의 활용 대상들에 비해 좀 더 복잡한 

문제들에도 활발히 적용 되는 추세를 보인다. 미국 방위 고등연구 

계획국(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이 

2013년에 개최한 ‘FANG-1(Fast Adaptable Next-Generation 

Ground Vehicle Challenge-1)’는 제품 개발을 위한 R&D(Research 

and development)에 크라우드소싱을 적극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위한 크라우드소싱의 경우, 큰 규모의 

물적, 인적자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크라우드소싱을 디자인 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해진다. 관련 선행연구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더 많은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은 크라우드소싱 퍼포먼스를 개선시킨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왔다. (Chesbrough et al, 2006; Vuculescu and 

Bergenholtz, 2014) 그러나, 많은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참가 

보상, 광고 등에 지출을 늘려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허용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적정 수준의 참가자를 모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참가자 수의 증가에 대한 대체 

방법으로 하나의 문제를 두 개 이상의 소 문제(sub-proble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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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하는 문제분할(problem splitting)을 활용하여 크라우드소싱의 

결과물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제 해결을 위한 크라우드소싱 시스템을 

모델링 하고,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크라우드소싱 의 각 디자인 

요소의 변화가 크라우드소싱의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에 있다. 주요 관찰 대상은 참가자의 수와 문제분할수 이다.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크라우드소싱이라는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다양한 디자인 요소 조합에 관해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제 해결을 위한 크라우드소싱 시스템을 각 참가자가 

주어진 문제 공간(problem space)위에서 솔루션 탐색을 해 나가는 

집합적 문제 해결 과정(collective problem solving)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활용하여 참가자 수와 

문제분할수의 두 가지 디자인 요소의 변화가 크라우드소싱의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크라우드소싱의 클라이언트가 취할 수 있는 전략으로써 새롭게 

고안한 문제분할 전략의 효과를 확인하였고, 분할의 적합도가 

좋을수록 퍼포먼스 개선 효과는 커지지만 낮은 분할 적합도에서도 

참가자 수의 부족에서 오는 불리함을 상당히 만회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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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연구 
 

 

2.1. 크라우드소싱 
 

 

Howe(2006)에서 군중(crowd)와 아웃소싱(outsoucing)의 

합성어로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처음으로 고안이 되었으며, 

이는    불특정다수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본래 크라우드소싱의 목적과 방식은 경연형식으로 솔루션을 

모집하는 것 외에도, 데이터 수집, 온라인 공간에서의 토론 플랫폼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 이와 관련하여 크라우드소싱의 정의와 

방법론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Estellés-Arolas and 

González-Ladrón-de-Guevara (2012)는 문제를 푸는 군중, 제시된 

문제, 보상, 개최자, 개최 목적, 프로세스의 성격을 크라우드소싱을 

정의하는 여섯 가지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크라우드소싱의 범주는 폭 넓은 활동을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크라우드소싱의 경우에는, 주로 경연(contest)의 형식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왔다. 또한, 대부분의 참가팀은 자체적으로 솔루션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크라우드소싱의 범주는 

크라우드소싱의 용어가 고안되기 전에도 연구 주제가 되어왔던 

Innovation contest와 같아진다.  또한, 관련사례연구는 연구대상을 

주로 크라우드소싱이 아닌 Innovation contest라는 이름으로 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nnovation contest의 

연구 분석도 경연형식의 크라우드소싱의 연구 현황 분석에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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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수의 증가는 크라우드소싱의 퍼포먼스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에는 많은 연구들이 동의해 온 바가 있다. 

(Chesbrough et al, 2006; Vuculescu and Bergenholtz, 2014) 

이러한 맥락에서, 크라우드소싱 퍼포먼스의 대체 지표로써 

퍼포먼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참가자의 수를 분석한 연구 사례가 

있었다. Yang et al.(2009)은 중국의 경연 플랫폼인 TaskCN.com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참가자 수를 증가시키는 요소를 탐색하였다. 

해당 연구는 경연기간이 길 수록, 상금이 클 수록, 문제 정의가 

간단할 수록, 시간 비용이 적을수록 참가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다는 것을 보였다. Liu et al. (2014)은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인 

TaskCN.com의 데이터를,  Huang et al. (2014)은 Dell사의 신제품 

아이디어 모집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인  DellIdeaStorm.com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직접적인 참가자 수는 아니지만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얻은 솔루션의 개수와 퍼포먼스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직접적으로 크라우드소싱의 퍼포먼스를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다양한 독립변수를 설정하여 진행된 몇몇 연구들도 있다. Archak 

and Sundararajan (2009)은 상금의 양과 개수가 결과물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게임이론에 기반한 모델을 세워 이론적으로 

분석하였고, 참가자가 위험중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최고 

상금의 양을 늘리는 것이, 참가자가 위험회피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상의 개수를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Bayus (2013)은 Dell사의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인 

DellIdeaStorm.com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두 개 이상의 솔루션을 

만든 참가자의 경우, 이전의 퍼포먼스를 재현하기는 어려워진다는 

것을 보였다.  Boudreau et al. (2011)은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인 TopCoder.com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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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수의 증가가 크라우드소싱 퍼포먼스에 미치는 두 가지의 

상반된 효과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Khasraghi et al. (2014) 또한 

TopCoder.com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참가자의 

과거 참가 기록이 해당 참가자의 퍼포먼스에 뚜렷한 상관관계를 

가짐을 보였다. Jeppesen et al (2010)은 다양한 문제를 위한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인 InnoCentive.com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적, 사회적 marginality를 가진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이 

크라우드소싱의 퍼포먼스를 개선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이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배경의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크라우드소싱의 개방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중국의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인 680.com을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한 

Zheng et al. (2014), Zhubajie.com을 기반으로 한 Shao et al. 

(2012)의 연구 등이 상금의 양, 기간 등의 변수가 크라우드소싱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것에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위의 연구들은 모두 실제 크라우드소싱에 관한 사례 연구였지만,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연구들 또한 존재한다. Villarroel et al. 

(2013)은 Netflix Prize Challenge의 설문, 결과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agent-based model을 구현하여 퍼포먼스와 소요시간 

각각에 지식 이전(knowledge brokering) 활동과 공개 배포 (free 

revealing)의 행태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크라우드 소싱의 

퍼포먼스와 소요시간은 서로 트레이드오프(trade-off)의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Vluculescu and Bergenholts (2014)는 다중 모드 

함수(multi-modal function)를 통해 울퉁불퉁한 문제공간(rugged 

problem space)을 구현하여 문제 구성요소간에 복잡한 비선형 

관계가 있는 상황을 반영하였고,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크라우드(crowd)의 문제해결 행태를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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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가 문제 해결을 위한 크라우드소싱의 퍼포먼스와 관련 

디자인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에 관해 이론적, 실증적, 실험적 

분석을 진행하여왔다. 그러나,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크라우드소싱이라는 맥락을 반영하여 진행된 연구는 Vluculescu 

and Bergenholts (2014)뿐으로 아주 제한적이었다. Yang et al. 

(2009)와 Shao et al.(2012)또한 문제의 복잡도를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해당 연구들은 문제의 복잡도를 회귀 분석 모델에서  

하나의 boolean 변수로만 다루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해결을 위한 

크라우드소싱이라는 맥락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이처럼 현재까지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크라우드소싱의 

디자인 효율성 비교에 관해서 적합한 방법을 가지고 대상 문제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크라우드소싱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의 도구로 더욱 

각광받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보다 더 복잡한 문제들에도 

활발히 적용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활용하여 이러한 맥락을 충분히 반영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크라우드소싱의 활용과 연구 흐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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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복잡한 문제 (Complex problem) 
 

 

“복잡한 문제” 라는 용어는 ‘복잡함’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에 

따라 그 범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문제”를 Simon (1962)의 complex 

system의 정의를 차용하여 규정하고자 한다. Simon (1962)에 

따르면 complex system은 “많은 수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각 요소는 서로 non-simple way로 상호작용을 하여 전체의 

특성이나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  

이러한 특징을 차용할 때, 복잡한 문제의 문제공간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rugged landscape metaphor”이다. 이는 여러 가지 

요소간의 상호작용은 인접한 솔루션의 퍼포먼스간의 상관관계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Mihm et al. 2003) 이 때,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즉, 문제 공간 상에서 가장 높은 peak를 

만들어내는 솔루션은 지엽적인 탐색(local or incremental 

search)으로는 파악이 될 수 없다. (Kauffman 1993, Levinthal 1997)  

본 연구에서는 Kaffuman (1993)에서 고안된 NK model을 

사용하였다. NK model은 복잡한 문제의 문제공간을 위해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어 온 방법이다. (Levinthal, 1997; Gavetti and 

Levinthal, 2000; Carroll and Burton, 2000; Lazer and Friedman, 

2007) 

  



 

 8 

2.2.1. NK-model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문제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울퉁불퉁한 문제공간을 생성하기 위해 NK-model을 사용하였다. 

NK-model은 Kaffuman (1993)에서 유전자(gene)간의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유전형질의 fitness space를 생성하여 관련된 유전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한 분석 모델이다. 이후 NK-model은 생명 현상 

뿐 만 아니라,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퍼포먼스를 연구하기 위해 

활용되어 왔다. ( Levinthal 1997, Gavetti and Levinthal 2000, 

Carroll and Burton 2000, Lazer and Friedman 2007) NK-

model이라는 이름은 모델을 구성하는 두 가지 기본 파라미터인 

N과 K에서 따온 이름이다. N은 시스템 혹은 문제를 구성하는 

요소(component)의 개수 이자 문제 공간의 차원을 나타낸다. NK-

model 상의 모든 솔루션은 각자의 값을 가지는 N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요소는 0 혹은 1의 값을 가지며, 따라서 

NK-model에서 가능한 솔루션의 개수는 총 2𝑁 개이다. 예를 들어 

N=6 인 경우 가능한 솔루션의 예시로는 (1,0,0,1,0,1)이 있다. K는 

각 요소가 영향을 받는 요소의 개수를 의미한다. 즉 K는 요소간에 

영향관계가 전혀 없음을 뜻하는 K = 0에서, 각 요소가 다른 모든 

요소의 영향을 받음을 의미하는 K = N-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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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반 사례: DARPA FANG-1 Competition 

 

 

미국 방위 고등연구 계획국(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가 2013년에 개최한 ‘FANG-1(Fast 

Adaptable Next-Generation Ground Vehicle Challenge-1)’ 또한 

제품 개발을 위한 R&D(Research and development)에 

크라우드소싱을 적극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FANG-1은 미국 

방위 고등연구 계획국의 complex cyber-physical defense 

system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5배 이상 가속화 시킬 혁신적인 방안 

강구를 위한 프로그램인 ‘Adaptive Vehicle Make(AVM)’의 

일환으로 실행되었다. FANG-1의 과제는 U.S. Marines이 사용할 

수륙양용의 infantry fighting vehicle(IFV)의 drivetrain 및 관련 

mobility subsystems을 디자인 하는 것이었다. DARPA는 가상 

디자인 공간을 제공하며 $1,000,000의 상금을 내걸고 3개월 간 

크라우드소싱을 진행하였다. 

FANG-1 Post-Analysis Technical Report (de Weck 2013)에 

따르면, FANG-1의 참가 팀들은 주로 3-4명으로 구성되어있었으며, 

팀 내부에서 각자 담당하는 역할이 서로와 구분되었다. 이는 

FANG-1의 대상이 된 디자인 과제가 여러 도메인의 지식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이다. 그리고 DARPA측에서 제공한 가상 디자인 

공간에서 재료가 되는 부품의 library는 196가지 component 

type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각 type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component instantiation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조합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디자인 컨셉의 집합은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불가능 할 정도로 아주 큰 문제공간을 만들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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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팀은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 복수의 디자인 컨셉을 

만들고 평가하였는데, 평가한 디자인 컨셉 수에 관한 설문에 응답한 

finalist 27팀 중 14개의 팀이 10개 이하, 2개의 팀이 11개 이상 

20개 이하, 2개의 팀이 21개이상 30개 이하, 1개의 팀이 31개 이상 

50개 이하, 5개의 팀이 51개이상 100개 이하, 그리고 3개의 팀이 

101개 이상의 컨셉을 살펴보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가장 

보수적으로 추정해 보아도 경연 기간동안 평가 된 디자인 컨셉의 

수가 667개 이상이라는 결과를 얻는다. 이는 본래 DARPA의 연구 

팀이 살펴보는 디자인 컨셉 수의 두 배에 가까운 개수이다. (de 

Weck 2013) 

사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가자는 

자신이 만들어낸 디자인 컨셉의 퍼포먼스에 관해 예측하기가 

어려웠으며, 판정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주최 측인 DARPA에서 

제공한 평가 시스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디자인 컨셉을 만들고, 평가 시스템에 제출하는 식의 

trial-and-error 방식의 과정을 통해 솔루션을 개선해나갔다. 

그렇지만, 평가시스템이 불안정하여 많은 오류가 발생한 점이 가장 

큰 불편사항이었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FANG-1 Challenge의 사례를 통해, 복잡한 

문제에의 크라우드소싱은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불가능 할 정도의 

큰 문제공간을 가지며, 참가자가 퍼포먼스를 예측하기 어려워 trial-

and-error의 과정을 거치며 솔루션을 개선해나간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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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론 및 설계 

 

 

3.1. 방법론 

 

 

3.1.1. 시뮬레이션 방법론 

 

현재까지 크라우드소싱의 디자인 요소들이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는 대부분 실제 크라우드소싱의 사례를 

기반으로하여 실증적인 연구(empirical research)를 진행하여 왔다. 

중간 매개 플랫폼을 통한 크라우드소싱은 해당 사례가 많아 실증 

분석에 적합하다. 그렇지만, 플랫폼을 통해 시행되는 

크라우드소싱은 비교적 간단한 문제 해결에 치중되어있다.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크라우드소싱은 중간 플랫폼이 아닌 클라이언트가 

직접 주관하는 형태를 갖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련 사례로 

Goldcorp Challenge (2000), Netflix Prize challenge (2006), X-

prize series, DARPA FANG-1 Challenge (2013)등이 있지만, 

플랫폼 기반 크라우드소싱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다. 따라서 

데이터 기반의 실증 분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다양한 

디자인 요소 조합에 기반한 크라우드소싱의 퍼포먼스를 

시험하기에는, 각각의 크라우드소싱 구축 시도에 요구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양이 많아 다양한 조합을 시도하여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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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리 모델을 이용한 이론적 분석 연구(analytical modeling 

study)도 본 연구의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 관련 예시로, 

Terwiesch and Xu (2008)는 솔루션의 퍼포먼스를 참가자가 투입한 

resource, 시도 횟수, 그리고 노이즈 변수에 관한 함수로 표현을 

하였다. Archak and Sundararajan (2009)은 상금의 양과 개수가 

경연대회의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을 게임이론에 기반한 모델을 

세워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크라우드소싱 대상이 

복잡한 문제이며, 문제 구성요소간의 비 선형적 상호작용을 통해 

솔루션의 퍼포먼스가 결정된다는 맥락을 반영하여 요소간의 

다이내믹스를 포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크라우드소싱이라는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다양한 디자인 요소 조합에 관해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사용하면 시스템의 세부 요소를 

변경해가며 다양한 조합이 시스템의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방법론은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굉장히 강력한 도구이다. (Lazer and Friedman 2007)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크라우드소싱의 경우, 분석을 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얻기에 충분한 

양과 다양성을 가진 데이터를 얻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채택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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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Agent-based modeling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함에 있어, 다양한 모델링 

기법 중에 agent-based modeling을 활용하였다. Agent-based 

modeling은 개별 agent의 행태에 관한 기본 가정을 바탕으로 

구축된다. 개별 agent는 정해진 행동 모델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 모델 안에서 특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러한 agent각각의 행위의 결과로서 전체 시스템의 특성과 행태가 

결정이 된다. (Schelling 1978, Macy and Willer 2002, Lazer and 

Friedman 2007) Agent-based modeling은 사람들로 구성된 

시스템의 특성 연구를 위해 많이 사용된 바가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크라우드소싱은 모든 참가자들이 개별적으로 

솔루션을 생성해내고, 만들어진 솔루션들이 클라이언트에 전달되어 

크라우드소싱의 퍼포먼스가 결정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Agent-

based modeling은 개별 agent의 행태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만을 

설정하고 전체 시스템의 특성은 각 agent들의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크라우드소싱의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의 조합이 궁극적으로 총체적 크라우드소싱의 

퍼포먼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에 적합한 모델링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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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문제 해결을 위한 크라우드소싱 시스템을 

모델링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크라우드소싱의 

각 디자인 요소의 변화가 크라우드소싱의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에 있다. 주요 관찰 대상은 참가자의 수와 

문제분할수 이다.  

참가자 수에 관해서는, 그 수가 증가할수록 크라우드소싱의 

퍼포먼스도 개선되는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많은 선행 연구를 

검증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 수가 크라우드소싱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이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재현해 내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의 정당성을 보인다. 그리고 참가자 수를 

늘리는 것의 대안으로 문제분할 전략을 제시하여, 해당 전략이 

크라우드소싱의 퍼포먼스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고, 

참가자 수의 부족에서 오는 불리함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3.2.1. 기본 가정 

 

시뮬레이션 모델은 크게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의 문제 공간, 문제 공간상에서 탐색을 하는 agent (크라우드 

소싱의 참가자를 의미)로 이루어 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참가자는 동일한 조건과 능력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또한, 

크라우드소싱의 모든 참가자는 임의의 모든 시간에 각자의 

솔루션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기점으로 근시안적 사고방식(myopic view)를 가지고 문제공간을 

탐사한다고 가정한다.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크라우드소싱 및 

경연대회(contest)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상정되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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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다. 또한, 본 연구는 DARPA FANG-1 Competition의 사례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클라이언트가 각 참가자들에게 

각자가 생성한 솔루션에 대해 스코어링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부여하는 환경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각 참가팀은 생성된 

임의의 솔루션의 퍼포먼스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환경은 DARPA FANG-1 Competition 뿐 만 아니라, 추천 

알고리즘 개선을 주제로 3년간 진행되어온 Netflix Challenge 

에서도 구축되었던 바 있다. (Villarroel et al. 2013) 

 

3.2.2. 문제공간 

 

각 솔루션의 퍼포먼스 값은 문제 공간에서 해당 솔루션에 

지정되어 있는 값으로 한다. 이 때, 문제공간은 현실의 문제의 

특성을 좀 더 잘 반영하기 위해 Lazer and Friedman (2007)이 

고안한 단조 변환된 NK-space를 통해 생성하였다. NK-model에 

의해 만들어지는 NK space의 퍼포먼스 분포는 정규분포를 형태를 

따라 분포한다. 그러나 가능한 대부분의 솔루션이 일정 평균 값과 

유사한 퍼포먼스 값을 가지게 되는 퍼포먼스 분포는 현실의 문제의 

가능 퍼포먼스 분포라고 보기 어렵다. 현실의 문제의 가능 

퍼포먼스는 소수의 솔루션만이 높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대부분은 

퍼포먼스가 매우 낮은 치우친 분포(skewed distribution)를 따를 

것이다. 이러한 실제의 분포를 반영하기 위해서 Lazer and 

Friedman (2007)은 NK-space에 아래와 같은 단조 변환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였다. 

변환된 퍼포먼스의 값 =  (
솔루션의 퍼포먼스 값

𝑁𝐾−𝑠𝑝𝑎𝑐𝑒에서 최고 퍼포먼스의 값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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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조 변환을 통해 극 소수의 솔루션만이 높은 퍼포먼스 

값을 가지는 치우친 분포(skewed distribution)가 얻어진다. 각 

솔루션 간의 퍼포먼스 대소 관계는 유지 되므로 참가자의 

문제공간에서의 탐색과정을 왜곡하지는 않는다. (Lazer and 

Friedman 2007)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한 연구의 특성 상 모든 디자인 요소 

조합간의 퍼포먼스 판단은 상대비교에 의거한다. 즉, 각 퍼포먼스의 

절대값에 의미를 두지 않고, 비교 대상이 되는 퍼포먼스 값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만을 판단한다. 

 

3.2.3. 문제분할 전략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 수 증가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문제분할 

전략을 제안한다. 문제분할 전략은 크라우드소싱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분할하여 보다 작은 크기의 소 문제들로 참가자에게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전체 문제를 분할하는 소 

문제의 수를 의미하는 문제분할수가 문제 해결을 위한 

크라우드소싱의 새로운 디자인 요소가 된다. 본 연구에서 모델링한 

문제분할 전략은 다음의 두 가지 가정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1) 

분할된 문제 각각이 서로 겹치는 요소가 없이 전체 문제의 요소를 

나눈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2) 모든 참가자는 분할되어 제시된 소 

문제 각각에 대해 동시에 솔루션 탐색을 하게 되며, 각 소 문제에 

관한 솔루션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시점의 다른 소 문제를 

푸는 과정이나 결과를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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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솔루션 탐색 과정 

 

각 참가자는 탐색 과정을 시작하는 순간 가지고 있는 

솔루션에서 각 소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탐색과정을 동시에 

수행한다; (1) 소 문제의 각 요소의 변경여부를 일정 확률에 의거해 

결정한다, (2) 변경이 결정된 요소들의 값을 변경 한다, (3) 변경 

사항을 반영한 솔루션의 퍼포먼스 값과 변경 이전의 솔루션의 

퍼포먼스 값을 비교한다, (4) 변경 결과 퍼포먼스 값이 증가한다면 

해당 요소를 변경하고, 퍼포먼스 값이 감소한다면 변경이전의 요소 

값으로 되돌린다. 참가자는 각 소 문제에서 결정된 변경 사항을 

취합하여 새로운 솔루션을 가지게 된다. 예시로 각 요소의 변경 

확률이 0.2이고, 9개의 요소 (a,b,c,d,e,f,g,h,i)로 이루어진 문제가 각 

3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세 개의 소문제 A(a, b, c로 구성), B(d, e, 

f로 구성), C(g, h, i로 구성)로 나뉘는 경우를 살펴보자. 초기 

솔루션이 (0,0,0,0,0,0,0,0,0) 이고, 처음 세 요소 a, b, c로 이루어진 

소 문제 A의 탐색과정에서 세 요소 a, b, c는 각각 0.2의 확률로 

값이 변경이 된다. 만일 b, c 요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소 문제 A의 탐색 과정은 (0,1,1,0,0,0,0,0,0)을 변경될 

솔루션으로 하여 기존의 솔루션과 비교를 하게 된다. 그리고 변경된 

솔루션의 퍼포먼스 값이 더 클 경우, b, c요소 값의 변경이 유지된다. 

이러한 과정이 다른 두 소 문제 B, C 각각에서도 동시에 수행이 

된다. 그리고 만일 소 문제 B에서 e요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소 

문제 C에서 모든 요소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참가자의 새로운 솔루션은 (0,1,1,0,1,0,0,0,0)이 된다.  

이러한 탐색 과정을 각 참가자는 단위 시간마다 반복 하며, 

만일 새로운 솔루션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일정 횟수 이상 반복 

된다면, 참가자는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으로 변경을 하게 된다.  



 

 18 

3.3.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 

 

3.3.1. AnyLogic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 및 실험을 위해 agent-

based modeling을 지원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AnyLogic 1 을 

활용하였다. AnyLogic은 AnyLogic Company가 만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Discrete event, System dynamics, Agent-based 

modeling의 세 가지 모델링 방법론을 모두 지원하는 유일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AnyLogic은 Java 언어 기반의 

소프트웨어로, 시뮬레이션 모델의 기본 agent layer안에 일반적인 

logic외에도 discrete event, system dynamics, 또 다른 agent 

layer을 생성하는 등의 복합적인 모델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연구에서는 AnyLogic University Researcher Edition 

version 7.3.2를 사용하여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AnyLogic University Researcher Edition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지원한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이후 

상술할 여러 디자인조합과 특정 문제공간의 조합 하에서, 즉 동일한 

조건하에서 여러 번 반복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random 

seed를 주며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시행간의 

퍼포먼스 평균값을 구함으로서 실험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실험 조건하에서 1000번의 반복 시행을 하여 

분석 대상이 되는 결과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각각의 반복 시행에서 

취한 random seed에 의해 임의로 정해지는 사항은 각 참가자의 

초기 솔루션, 각 탐색과정에서 각 요소의 변경 여부, 탐색과정 

                                            
1 http://www.anylogic.com/downloads에서 무료 프로그램인 Personal 

Learning Edition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http://www.anylogic.com/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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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가 될 때 취하는 솔루션이다.  

기존의 NK space generator package을 통해서는 N, K, 참가자 

수 등의 기본 파라미터만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려하는 문제분할 전략과 관련된 디자인요소의 

변화에 따른 모델 퍼포먼스의 변화를 보기 어렵다. 이는 문제분할 

전략에 관계된 디자인요소인 문제분할수 등은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정의한 디자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NK-space 

generator가 없기 때문이다. 뿐 만 아니라, 실제의 치우친 분포를 

반영하기 위한 NK-space에 추가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단조변환 

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의 실험 세팅에 따라 변경이 

용이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nyLogic을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사용된 

AnyLogic모델은 Google Drive에 업로드 되어있어, 다운로드 

가능하다.2 AnyLogic에 실제 입력되고 시뮬레이션 모델로서 구현된 

핵심 소스코드는 <부록 1>에 기록하였다. 

 

3.3.2. 문제 공간 생성 

 

문제 공간 생성에 기본이 되는 NK-space의 두 파라미터 N과 

K의 값은 각각 20, 5로 하였다. 이러한 N, K값을 통해 생성된 문제 

공간은 1,048,576개의 적당히 많은 수의 가능 솔루션을 가지며, 수 

백 개의 국소 최적해(local optima)가 있어 울퉁불퉁한 문제공간 

(rugged problem space)이면서도 인접 솔루션의 퍼포먼스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여 참가자의 문제 공간 탐색과정에서 

학습효과가 존재한다. (Lazer and Friedman 2007) 따라서 복잡한 

문제의 문제공간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2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s://drive.google.com/folderview?id=0B5Kg0etqlITQa19CNlVYeFc4

THM&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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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space의 구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하였다; 

(1) 각 요소간의 상호작용 네트워크 (2) 각 요소의 인덱스 별 할당 

값. 먼저, (1)의 각 요소간의 상호작용 네트워크는 Microsoft 

Excel을 활용하여 N의 값인 20개의 각각의 요소가 영향을 주는 

요소의 개수, 영향을 받는 요소의 개수가 모두 K의 값인 5개가 될 

수 있도록 임의로 생성해내었다. 그리고 (2)의 각 요소의 인덱스 별 

할당 값 또한 Microsoft Excel을 활용하여 0에서 1사이의 값을 

임의로 지정하였으며, 각 요소 별로 1부터 64까지의 인덱스에 대한 

64개의 값이 부여되게 된다.  

(1)의 각 요소간의 상호작용 네트워크 통해 모든 임의의 

솔루션은 각 요소에 대해 해당 요소의 값과 다른 5개의 요소의 

값을 기반으로 6자리의 이진수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각 요소에 1이상이고 64이하인 인덱스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1111000001111100000의 솔루션에서 1번 요소가 

영향을 받는 요소가 2번, 3번, 9번, 10번, 15번 요소라면, 1번 요소에 

해당하는 이진수는 해당요소의 값, 영향을 받는 요소들의 순번 

순으로 나열하여 111001의 6자리 이진수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십진수로 57이 되며, 따라서 1번 요소의 인덱스는 57이 된다. 

이때 (2)의 각 요소의 인덱스 별 할당 값을 활용하여 주어진 

솔루션의 퍼포먼스가 결정되게 된다. 주어진 솔루션에 대해 각 요소 

별로 인덱스를 부여 받게 되고 이는 (2)에 의거하여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치환이 된다. 이렇게 각 20개의 요소에 부여된 값의 

평균 값이 주어진 솔루션의 퍼포먼스가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활용되는 문제공간의 기반이되는 NK-space가 

만들어 진다.  

이 생성과정의 이점은 미리 NK-space상의 모든 솔루션의 

퍼포먼스 값을 만들어내어 구현할 필요가 없이, 특정 솔루션 값을 

입력 받으면 그제서야 값을 계산해 내어 구현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21 

것이다. 비교적 생성이 쉬운 두 표 데이터를 활용해 구현되는 

것이므로, 메모리 용량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그림 ?>의 좌측 

부분은 NK-space를 구현하는 대략적인 단계를 도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솔루션 퍼포먼스의 분포를 실제의 경향을 반영한 치우친 

분포로 만들기 위해서 각 솔루션의 퍼포먼스 값에 앞서 언급하였던 

아래의 변환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변환된 퍼포먼스의 값 =  (
솔루션의 퍼포먼스 값

𝑁𝐾 − 𝑠𝑝𝑎𝑐𝑒에서 최고 퍼포먼스의 값
)

8

 

이때 분모의 NK-space에서 최고 퍼포먼스의 값은 주어진 

NK-space가 가지는 모든 1,048,576개의 가능 솔루션에 대해 

퍼포먼스 값을 계산한 뒤 최고 값을 취한 것이다.  

상술한 과정을 통해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활용되는 최종 문제 

공간을 생성해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100번 수행하여 

시뮬레이션에서 쓰일 100개의 문제공간을 생성하였다. 이는 

크라우드소싱의 대상 문제 100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는 것 

이라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은 NK-space상의 솔루션의 

퍼포먼스 값을 계산하는 과정을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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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K space상의 솔루션의 퍼포먼스가 계산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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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문제분할 전략 구현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문제분할 전략은 탐색과정의 단위체가 

살펴보는 요소의 개수와 종류를 조절하는 것으로 구현이 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본 문제분할수는 1, 2, 4의 세 가지이다. 

문제분할수가 1이라는 것은 문제분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문제분할수가 2, 4라는 것은 각각 두 개, 네 개의 소 

문제로 기존의 문제를 분할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때, 3.2.3.절에서 

상정한 “분할된 문제 각각이 서로 겹치는 요소가 없이 전체 문제의 

요소를 나눈다는 가정에 기반한다”라는 가정이 적용된다. 즉, 

문제분할수가 2인 경우, 각 소문제는 10개의 요소를 포함하며, 

문제분할수가 4인 경우, 각 소문제는 5개의 요소를 포함한다. 즉, 

총 20개의 요소에 대해 문제분할수가 2일 때에는 분할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0!

10! 10!2!
, 즉 92379이다. 한편, 문제분할수가 4일 때에는 

분할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0!

5!5!5!5!4!
, 즉 488864376이다. 이렇듯, 

주어진 문제분할수에 관해 가능한 문제분할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으며, 따라서 문제분할수가 같다고 모두 같은 조건의 분할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각 분할이 가진 서로 다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분할적합도의 개념을 

고안하였다. 분할 적합도는 요소 간의 영향 관계가 분할 된 소 문제 

안에 위치하는 비율이며,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분할적합도 =  
같은 소 문제 내부 요소 간에 존재하는 영향 관계의 수

전체 영향관계의 수 
  

 

위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어지는 분할적합도의 값은 각 

문제분할이 얼마나 적절히 요소간의 영향관계 네트워크를 

고려하였는지를 보여주게 된다. 어떠한 분할 전략은 문제분할수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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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분할적합도을 통해서도 그 성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분할적합도 또한 분석대상 디자인 요소에 포함하였다.  

새로운 디자인 요소인 분할적합도의 variation은 높음과 

낮음이다. 각 문제공간별로 문제분할수가 2인 경우의 모든 분할에 

대해 분할적합도를 계산하여 가장 높은 분할적합도를 가지는 

분할을 분할적합도 높음으로, 가장 낮은 분할 적합도를 가지는 

분할을 분할적합도 낮음으로 설정하였다. 문제분할수가 4인 경우엔 

경우의 수가 문제분할수가 2인 경우보다 약 5000배 정도 많기 

때문에 모든 문제공간의 각 문제분할 모두에 대해 분할적합도를 

계산하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한 문제공간의 모든 분할에 대해 

분할적합도를 계산해 보고, 가장 높은 분할적합도의 값과 가장 낮은 

분할 적합도의 차이인 0.29의 값을 기준으로 삼아 이후 다른 

문제공간에서 취하는 높은 분할 적합도의 값과 낮은 분할적합도의 

값의 차가 0.29이상이 될 때까지 분할적합도 계산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모든 문제공간에 대해 문제분할수가 4인경우에 취한 높은 

분할적합도와 낮은 분할적합도의 차이는 0.29 이상이거나,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모든 분할에 대해 계산된 결과이다.  

정리하자면, 문제분할 전략에 관련된 디자인요소는 

문제분할수와 분할적합도이다. 문제분할수는 1, 2, 4의 세 가지 값을 

취할 수 있으며, 분할적합도는 높음과 낮음의 누가지 값을 같게 

되고, 실제의 값은 특정문제공간에서의 문제분할이 갖게 되는 값에 

의해 결정된다. 문제분할전략에 관련한 디자인요소인 문제분할수와 

분할적합도는 총 5가지의 조합을 갖게 되며, 100개 문제공간 각각에 

관해 5가지 조합에 해당되는 5개의 문제 분할 방법이 대응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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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솔루션 탐색과정 구현 

 

주요 분석 디자인 요소 중의 하나인 참가자 수 는 25, 50, 

100의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였다. 각 문제공간과 문제분할 전략 

관련 디자인요소의 조합별로 세 가지 수준의 참가자 수를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 참가자의 초기 솔루션은 임의로 지정되며, 

전체 시뮬레이션은 각 참가자가 100번의 탐색 과정을 수행하면 

종료된다. 탐색단위체의 개수, 그리고 각 단위체가 탐색 과정에서 

변화시키며 퍼포먼스를 관찰 할 수 있도록 할당되는 문제의 요소의 

수는 문제분할수에 따라 결정이 된다. 문제분할수가 1인 경우 

탐색단위체의 수는 1이 되고, 해당 단위체는 문제의 모든 20개의 

요소를 할당 받아 탐색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문제분할수가 2, 

4인 경우는 각각 탐색단위체의 수가 2, 4가 되고, 각 단위체가 각각 

10, 5개의 문제 요소를 할당 받아 독립적으로 탐색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모델에서 구현된 탐색 과정은 3.2.4. 절에서 묘사한 과정과 

동일하다. 

각 탐색 단위체에서 단위시간 마다 행해지는 탐색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각 단위체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이 된다. 

첫 째, 할당 받은 각 요소의 변경여부를 정한다. 이 때, 각 요소의 

변경여부는 정해진 변경확률 값에 의해 정해진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뮬레이션 모델은 변경확률을 0.2로 하였다. 따라서, 각 

요소는 0.2의 확률로 값이 변경되고, 0.8의 확률로 값을 유지한다. 

둘 째, 변경된 요소들의 값을 적용하여 새롭게 얻어지는 솔루션의 

퍼포먼스 값을 계산한 뒤, 변경 이전의 솔루션 퍼포먼스 값과 

비교한다. 이 과정에서 각 탐색 단위체는 할당된 요소의 값만 

변경하지만, 전체 솔루션이 가지는 퍼포먼스의 값을 기준으로 

비교하게 된다. 사례 연구에서 확인하였던 스코어링 시스템에 

근거하여 각 솔루션 퍼포먼스의 값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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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한다. 셋 째, 변경된 솔루션 퍼포먼스의 값이 이전에 비해 

개선이 되는 경우, 값을 변경한 문제요소를 기록한다. 각 탐색 

단위체는 탐색 과정에서, 혹은 요소의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탐색 단위체의 변경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각 탐색 단위체에서 분할된 문제에 관해 위의 과정을 수행하면, 

전체 문제 수준에서는 각 탐색 단위체에서 변경하기로 기록된 모든 

요소에 대해 값을 변경하여 전체 솔루션을 변경한다. 이를 새로운 

솔루션을 채택하였다고 한다. 즉, 전체 문제 수준에서는 각 요소 

변경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고, 각 요소의 

변경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요소가 속해있는 탐색 단위체의 탐색 

과정에서 결정이 되게 된다. 문제분할수의 증가는 탐색과정에서의 

의사결정단위체를 변경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탐색 과정을 각 참가자는 단위 시간마다 반복 하며, 

만일 새로운 솔루션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일정 횟수 이상 반복 

된다면, 참가자는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으로 변경을 하게 된다. 즉, 

탐색과정을 초기화하게 되는 것인데,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모델에서는 초기화 기준 횟수를 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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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시뮬레이션 모델의 변수와 파라미터 

이번 절에서는 앞서 상술한 주요 분석 디자인 요소인 참가자 수, 

문제분할수, 분할적합도의 variation과 기타 시뮬레이션 모델의 

파라미터를 정리한다. 각 디자인요소 값의 variation은 <표 1>과 

같다. 

 

참가자 수 문제분할수 분할적합도 

25 1 높음 

50 2 낮음 

100 4  

 

분할 적합도는 정의상 문제분할수가 1인 경우엔 모두 그 값이 

1 로 같으므로 높음, 낮음을 구분 지을 수 없다. 따라서, 세 가지의 

참가자 수, 세 가지의 문제분할수, 두 가지의 분할적합도에 의거한 

총 17가지의 디자인 요소 조합이 가능해진다. 3.3.2. 절의 방법으로 

생성한 각기 다른 100개의 문제공간에서 17개의 디자인 요소 조합 

각각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각 디자인요소 조합과 

문제공간에 대해서, 즉 1700 번의 실험 각각에 대해 1000번의 

시행을 하였다. 이러한 실험 상황은 100가지의 문제 각각에 관해 

17가지의 디자인 요소 조합을 시도하여 각 1000번의 

크라우드소싱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 시뮬레이션 모델 내부에서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의 값이 

정해졌다; (1) N=5, K=20, (2) 변경확률=0.2: 탐색 단위체에서 각 

문제요소를 변경할 확률, (3) 초기화 기준 횟수=5: 탐색 과정을 

초기화 하지 않고 같은 솔루션을 유지할 수 있는 탐색반복 횟수. 

<표 1> 분석 대상 디자인 요소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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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크라우드소싱의 퍼포먼스, 즉 모델 퍼포먼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1) 한 시행에서 최고인 

솔루션의 퍼포먼스, (2) 1000번의 시행 중 주어진 문제 공간에서 

최고 값의 퍼포먼스를 가지는 솔루션을 얻는 시행의 비율. (1)의 

기준은 크라우드소싱을 주최하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원하는 것은 

전체 참가자의 평균 퍼포먼스를 높이는 것이 아닌 실제 활용가능 

한 소수의 뛰어난 솔루션의 퍼포먼스를 높이는 것이라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2)의 기준은 본 연구의 모델 가정 하에서는 

모든 가능 솔루션은 일정 값 이하의 퍼포먼스 값만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1700 번의 실험 각각에 대한 퍼포먼스는 1000번의 

시행의 평균값으로 결정이 되며, 각 디자인 요소 조합이 가져오는 

퍼포먼스는 해당 디자인 요소 조합과 각기 다른 문제공간에 대해 

수행된 100번의 실험의 평균값으로 결정이 된다.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한 연구의 특성 상 모든 디자인 요소 

조합간의 퍼포먼스 우열 판단은 상대비교에 의거한다. 즉, 각 

퍼포먼스의 절대값에 의미를 두지 않고, 비교 대상이 되는 퍼포먼스 

값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만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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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4.1. 분할 적합도가 모델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 

 

분할 적합도가 문제해결을 위한 크라우드소싱의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의 존재 유무에 관해 살펴보았다. 먼저, 모델 

퍼포먼스의 척도를 최고 솔루션 퍼포먼스의 값으로 정하여 

비교하였다. 검정 귀무가설은 아래와 같다.  

𝐻0: (높은 분할 적합도에서의 최고 솔루션 퍼포먼스)

= (낮은 분할 적합도에서의 최고 솔루션 퍼포먼스) 

이를 위해, 같은 문제공간 상에서 참가자 수와 문제분할수가 

고정이 되어있을 때, 분할 적합도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각각에 

대해 1000번의 시행 후 최고 퍼포먼스 값의 평균 값을 산출하여 두 

평균의 차이를 계산하였다; 𝜇높음 −  𝜇낮음 . 100개의 문제 공간에 

각각에 대해 산출된 두 평균의 차이 𝜇높음 −  𝜇낮음 의 평균 값으로 

검정 통계량을 산출하여 독립 이표본 t-검정(two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각 디자인 요소 조합에 대한 검정 결과는 <표 2>와 

같다 같다.  

검정 결과, 모든 참가자 수, 문제분할수의 조합에서 모든 탐색 

과정 반복 수에 대해 일관되게 분할 적합도가 높은 경우의 최고 

솔루션 퍼포먼스의 값이 분할 적합도가 낮은 경우의 최고 솔루션 

퍼포먼스 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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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분할 수  2 4 

참가자 수  25 50 100 25 50 100 

탐색 

반복 

횟수 

10 * * * * * * 

20 * * * * * * 

30 * * * * * * 

40 * * * * * * 

50 * * * * * * 

60 * * * * * * 

70 * * * * * * 

80 * * * * * * 

90 * * * * * * 

 100 * * * * * * 

*표시가 된 셀은 p-value < 10-5 
  

<표 2> 분할 적합도에 따른 최고 솔루션 퍼포먼스 차이 t-검증 

p-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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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모델 퍼포먼스의 척도를 각 문제공간에 대해 

이루어진 1000번의 시행 중 주어진 문제공간에서의 최고 퍼포먼스 

값을 가지는 솔루션을 찾는 시행의 비율로 정하여 비교하였다. 검정 

귀무가설은 아래와 같다.  

𝐻0: (높은 분할 적합도에서의 최고 퍼포먼스 솔루션 획득 비율)

= (낮은 분할 적합도에서의 최고 퍼포먼스 솔루션 획득 비율) 

통계량 산출 과정은 모델 퍼포먼스 기준을 최고 퍼포먼스의 

값으로 정한 앞의 비교와 유사하다. 같은 문제공간 상에서 참가자 

수와 문제분할수가 고정이 되어있을 때, 분할 적합도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각각에 대해 1000번의 시행 후 주어진 문제공간에서의 

최고 퍼포먼스 값을 가지는 솔루션을 찾는 시행의 비율을 산출 

하여 두 비율의 차이를 계산하였다; 𝑝높음 − 𝑝낮음 . 100개의 문제 

공간에 각각에 대해 산출된 두 비율의 차이 𝑝높음 − 𝑝낮음 의 평균 

값으로 검정 통계량을 산출하여 독립 이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각 디자인 요소 조합에 대한 검정 결과는 <표 3>과 같다.  

검정 결과, 참가자 수가 25이고 문제분할수가 2인 디자인 

조합을 제외한 모든 참가자 수, 문제분할수의 조합에서 모든 탐색 

과정 반복 수에 대해 일관되게 분할 적합도가 높은 경우가 분할 

적합도가 낮은 경우보다 최고 퍼포먼스를 갖는 솔루션을 찾는 

시행의 비율이 유의 수준 0.05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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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분할 수  2 4 

참가자 수  25 50 100 25 50 100 

탐색 

반복 

횟수 

10 0.170 * 0.017 0.016 * * 

20 0.160 * * 0.004 * * 

30 0.197 * * 0.006 * * 

40 0.095 * 0.001 0.004 * * 

50 0.036 * 0.001 0.001 * * 

60 0.092 * 0.001 0.001 * * 

70 0.160 * 0.001 * * * 

80 0.099 * * 0.001 * * 

90 0.091 * * * * * 

100 0.114 * * 0.002 * * 

*표시가 된 셀은 p-value < 10-4 

 

 

 

위의 두 가지 검정 결과를 종합해보면, 분할 적합도가 높은 

경우가 분할 적합도가 낮은 경우보다 모델 퍼포먼스가 좋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모델 퍼포먼스의 척도가 최고 솔루션 

퍼포먼스와 최고 퍼포먼스 솔루션 획득 비율 중 무엇인가에 

관계없이 유지된다. 3  

  

                                            
3 문제 분할 수가 2이고 참가자 수가 25인 조합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참가자 수와 문제 분할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분할 적합도에 따른 퍼포

먼스 차이는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 분할 적합도에 따른 최고 퍼포먼스 솔루션 획득 비율 차이 

t-검증 p-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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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이후의 실험 결과 분석에 있어서, 문제분할수가 

2 이상인 경우 분할 적합도가 낮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참가자 수의 증가의 대체 전략으로 제시한 문제분할수 

증가에 따른 모델 퍼포먼스 개선 효과를 가장 보수적으로 반영하여 

분석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후의 실험 결과 분석에서 모델 

퍼포먼스의 기준은 최고 솔루션 퍼포먼스 만을 반영한다.4 

  

                                            
4 모델 퍼포먼스의 기준을 최고 퍼포먼스 솔루션 획득 비율로 변경하여도 

결과는 유지 되며, 이에 관한 분석 결과는 <부록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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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참가자 수가 모델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5 

 

2 절의 문헌 연구를 통해 이전의 실증 연구와 이론 연구가 

일관되게 참가자 수의 증가가 크라우드소싱의 퍼포먼스를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참가자 

수와 퍼포먼스 간의 검증된 관계를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모델이 

재현 할 수 있는가를 보고, 이를 통해 모델의 타당성을 알아보았다. 

먼저, 문제분할을 하지 않았을 때 참가자 수 별 탐색 반복 횟수에 

따른 모델 퍼포먼스 값을 <그림 2>의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 4.2.절의 모든 그래프에서 한 점이 나타내는 데이터 값의 신뢰구간은 그

림 상에서 점이 나타내는 두께에 해당하는 값보다 작다. 따라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림 2> 참가자 수 별 모델 퍼포먼스 (문제분할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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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축은 모델 퍼포먼스의 평균 값, 수평 축은 탐색 반복 

횟수이다. 참가자 수 각각에 대한 모델 퍼포먼스 그래프는 반복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퍼포먼스가 증가하지만, 한계 증가가 

체감하는 형태를 보이며, 참가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래프가 상향 

이동함을 알 수 있다. 즉, 살펴본 모든 반복 횟수에 대해 참가자 

수의 증가는 모델 퍼포먼스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보였고, 이는 

이전의 관련 연구를 통해 검증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모델이 실제 크라우드소싱 시스템의 특성을 

재현하는 타당한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방식의 분석을 문제분할수가 2, 4 인 경우에 각각 

시행하였고, 분석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래프의 모양은 앞서 

보았던 문제분할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고, 참가자 수가 증가할수록 

그래프가 상향 이동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분할을 한 

경우에도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모델이 검증된 참가자 수와 모델 

퍼포먼스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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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참가자 수 별 모델 퍼포먼스 (상: 문제분할수=2, 하: 문제분할수=4) 



 

 37 

4.3. 문제분할수가 모델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6 

 

이 절에서는 문제분할 전략이 모델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우선 참가자 수를 고정하고 문제분할수를 증가시킬 때 

모델 퍼포먼스의 변화를 살펴보자. <그림 4>을 통해 참가자 수를 

고정할 때, 문제분할수 별 탐색 반복 횟수에 따른 모델 퍼포먼스 

값을 확인할 수 있다. 

 

 

 

  

각 그래프는 탐색 반복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퍼포먼스가 

증가하지만, 한계 증가가 체감하는 형태를 보인다. 참가자 수가 

                                            
6 4.3.절의 모든 그래프에서 한 점이 나타내는 데이터 값의 신뢰구간은 그

림 상에서 점이 나타내는 두께에 해당하는 값보다 작다. 따라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림 4a> 문제분할수에 따른 모델 퍼포먼스 (참가자 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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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되어 있으므로 탐색을 시작하기 전 각 조합의 퍼포먼스 값의 

평균은 동일하다. 따라서 문제분할수를 차별화 한 세 조합의 

그래프의 시작점은 같은 값이다. 문제분할수가 커질수록 탐색과정 

반복 초기에 퍼포먼스를 개선하는 효과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반복 

초기에 벌어진 퍼포먼스의 격차는 반복 횟수가 늘어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모든 

참가자 수에 관해 성립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 수가 고정된 

상황에서 문제분할수를 늘이는 것은 모델 퍼포먼스 개선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b> 문제분할수에 따른 모델 퍼포먼스 (참가자 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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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제분할수의 증가가 고정 참가자 수에 대해 모델 

퍼포먼스 개선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더 나아가 문제분할수의 

증가가 가져오는 모델 퍼포먼스 개선 효과가 참가자 수의 부족이 

모델 퍼포먼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로 다른 참가자 수와 문제분할 수의 조합의 모델 

퍼포먼스를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는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c> 문제분할수에 따른 모델 퍼포먼스 (참가자 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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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래프 범례에서 괄호 안은 문제분할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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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서로 다른 참가자 수와 문제분할수 조합에 따른 모델 퍼포먼스 비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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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문제분할수하에선 참가자 수가 증가할수록 모델 

퍼포먼스가 개선되는 효과를 보인다. 따라서 고정 문제분할수에 

대해 모델 퍼포먼스 값이 가장 높은 경우는 참가자 수가 100인 

경우이며, 가장 낮은 경우는 참가자 수가 25인 경우이다. 그러나, 

문제분할수를 두 배로 증가시킬 경우, 해당 문제분할수에서 참가자 

수가 25인 경우가 증가시키기 전의 문제분할수에서 참가자 수가 

100인 경우의 모델 퍼포먼스 값을 능가하거나 거의 같은 수준의 

값을 가졌다. 즉, 문제분할수를 두 배로 증가시키면, 가장 

퍼포먼스가 낮은 조합도 증가시키기 이전에 가능했던 가장 높은 

모델퍼포먼스 값을 상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문제분할수를 증가가 모델 퍼포먼스에 가져오는 

개선효과는 참가자 수의 부족에서 오는 불리함을 상당 부분 

해소하거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위의 분석에 

사용한 모든 문제분할전략은 주어진 문제분할수에서 낮은 

분할적합도를 가지는 경우만 다루고 있다. 4.1.절에서 분할적합도가 

낮은 경우, 분할적합도가 높은 경우에 비해 모델 퍼포먼스의 저하가 

있다는 것을 보였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된 모든 문제분할전략은 

주어진 문제분할수에서 가장 모델 퍼포먼스 개선효과가 작은 

보수적인 전략이다. 따라서 문제분할수를 증가시키는 모든 경우에서 

참가자 수의 부족에서 오는 불리함을 상당부분 만회할 수 있을 

만한 모델 퍼포먼스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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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문제분할수가 문제공간 탐색에 미치는 영향 

 

4.3. 절에서 문제분할수의 증가가 모델 퍼포먼스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 절에서는 문제분할수의 증가가 가진 

모델 퍼포먼스 개선효과를 문제분할수의 변화가 문제공간 탐색에 

미치는 영향으로 설명하려 한다.  

문제공간 탐색의 증가는 참가자 수의 증가가 가진 모델 

퍼포먼스 개선효과의 주요 요인이다. 복잡한 문제의 울퉁불퉁한 

문제공간에는 많은 수의 국소 최적해가 분포하여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만을 탐색한다면 해당 공간의 국소 최적해만을 얻어낼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넓은 공간을 탐색하는 것이 전체 문제 

공간의 최적해, 혹은 보다 높은 퍼포먼스 값을 가지는 국소 

최적해를 찾을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참가자 수의 

증가는 참가자 저마다의 탐색 공간을 합한 전체 크라우드소싱 

시스템의 탐색공간이 넓어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궁극적으로 

모델 퍼포먼스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그림 6>을 통해 참가자 수를 고정할 때, 문제분할수 별 탐색 

반복 횟수에 따른 새로이 얻어진 솔루션의 수를 알 수 있다. 이 때, 

탐색 과정에서 개선을 하지 못하는 반복이 증가하여 임의로 다시 

솔루션을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는 탐색을 통한 개선과정이 

없이 무작위로 솔루션을 생성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림 5>는 

참가자 수가 50으로 한정되어 있을 경우의 결과를 보여준다.8  

 

 

 

                                            
8 참가자 수가 25, 100인 경우 각각에 대해서도 동일한 추세의 그래프가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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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의 그래프를 통해 문제분할수가 증가할수록 

탐색과정을 통해 새로이 채택하는 솔루션 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는 탐색 초반에 더욱 두드러진다. 

문제분할수 증가가 가진 이러한 탐색 과정에서의 영향은 주어진 

문제공간에서 전체 참가자에 의해 탐색된 영역을 넓히기 때문에 

모델 퍼포먼스의 개선을 가져오게 된다.  

추가로, 문제분할수의 증가가 어떻게 탐색과정 중에 채택되는 

솔루션의 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아보기 위해 

탐색과정에서의 개선비율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개선비율이란, 

탐색과정을 통해 새롭게 채택된 솔루션 중, 직전의 솔루션보다 높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솔루션의 비율이다. 마찬가지로, 문제분할수 

증가로 인한 영향만을 살펴보기 위해 참가자 수는 고정하여 

살펴보았다. <그림 7>은 참가자 수가 50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 

<그림 6> 문제분할수에 따른 탐색과정에서 새로 채택 된 솔루션 수  (참가자 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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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분할수에 따른 탐색과정에서의 개선비율을 나타낸다. 9 

 

 

 

<그림 7>의 그래프를 통해 문제분할수가 증가할수록 

탐색과정에서의 개선비율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각 탐색반복에서 퍼포먼스를 개선하지 않는 솔루션을 

채택할 확률이 높아짐을 말한다. 이는 문제분할수가 증가할수록 

탐색과정에서의 의사결정 단위가 작아지기 때문에, 솔루션 전체 

크기에 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퍼포먼스를 악화시키는, 즉,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 결과적으로 새로운 

솔루션을 채택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는 

                                            
9 참가자 수가 25, 100인 경우 각각에 대해서도 동일한 추세의 그래프가 

얻어진다. 

<그림 7> 문제분할수에 따른 탐색과정에서의 개선비율 (참가자 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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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공간에서 전체 참가자에 의해 탐색된 영역을 넓히게 되고, 전체 

문제 공간의 최적해, 혹은 보다 높은 퍼포먼스 값을 가지는 국소 

최적해를 찾을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정리하자면, 문제분할수의 

증가는 각 참가자가 단기적으로는 퍼포먼스를 개선하지 못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 참가자에 의해 

결정되는 모델 퍼포먼스를 개선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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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연구 요약 및 의의 

 

 

본 연구는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크라우드소싱을 모델링 

해보고, 이를 통해 특정 디자인 요소의 변화가 크라우드소싱의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크라우드소싱의 디자인 요소들과 퍼포먼스 간의 

상관관계에 관해서는 선행 연구들에 의해 이론적, 실증적, 실험적 

분석이 진행되어 온 바가 있다. 그러나,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크라우드소싱이라는 맥락을 반영하여 진행된 연구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부족함을 메꾸어 크라우드소싱의 활용과 

연구흐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크라우드소싱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한 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크라우드소싱 디자인 요소들의 다양한 조합이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크라우드소싱 시스템을 

각 참가자가 주어진 문제 공간(problem space)위에서 솔루션 

탐색을 해 나가는 집합적 문제 해결 과정(collective problem 

solving)으로 간주하였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Agent-based 

modeling을 활용하였다. 또한, 복잡한 문제의 문제공간의 생성을 

위해 NK-model을 활용하였다. 다만, NK space에서의 퍼포먼스 

분포는 현실에서의 복잡한 문제의 가능 솔루션 퍼포먼스 분포인 

치우친 분포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단조변환을 적용하여 

문제 공간을 생성하였다. 각 참가자의 탐색과정은 관련 사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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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PA FANG-1을 참고하여 가정을 세우고 모델링 하였다. 추가로, 

크라우드소싱 클라이언트 측에서 취한 문제분할 전략에 따라 

달라지는 탐색과정을 구현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관련 이론을 기반으로 한 문제 공간 생성 및 

실제 사례를 반영한 탐색과정을 포함하여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크라우드소싱 모델링을 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어온 

‘복잡한 문제’의 맥락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크라우드소싱 모델링의 시도는 그 

자체로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델 자체가 굉장히 추가로 변경하여 활용이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더욱 다양한 디자인 요소 

조합이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에서는 문제공간의 

굴곡에 관계되는 파라미터인 K가 고정된 값이었지만, 이후 K도 

가변 값으로 설정하게 되면 ‘문제의 복잡도’ 또한 분석 가능한 

크라우드소싱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추가된 변수가 

현실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충분히 고려한 뒤 분석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주요 관찰 대상이 된 크라우드소싱 

디자인요소는 참가자의 수, 그리고 문제분할전략과 관련된 요소인 

문제분할수와 분할적합도이다. 참가자 수 증가의 퍼포먼스 

개선효과는 선행연구로부터 검증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 수가 크라우드소싱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재현해 내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의 정당성을 

보였다. 또한, 참가자 수를 늘리는 것의 대안으로 문제분할전략을 

제시하여, 해당 전략이 참가자 수의 부족에서 오는 불리함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고정된 참가자 수에 관해서, 문제분할 수를 증가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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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분할전략을 통해 크라우드소싱의 퍼포먼스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제분할전략의 분할 적합도가 높은 경우는 

분할 적합도가 낮은 경우보다 모델 퍼포먼스가 좋았다. 이에 

의거하여, 참가자 수 증가가 가지는 퍼포먼스 개선효과에 대해 

문제분할전략이 가지는 퍼포먼스 개선효과를 비교함에 있어, 

문제분할전략이 가지는 퍼포먼스 개선효과를 가장 보수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문제분할전략의 분할적합도가 낮은 경우로만 

한정하였다. 그 결과로써 낮은 분할 적합도에서도 참가자 수의 

부족에서 오는 불리함을 상당히 만회할 수 있음을 보였고, 이를 

통해 최악의 경우에도 문제분할수를 증가시키는 문제분할전략은 

참가자 수의 부족에서 오는 불리함을 상당부분 만회할 수 있을 

만한 모델 퍼포먼스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현실의 다양한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 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기대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만족할만한 규모의 참가자의 모집이 어려울 경우, 클라이언트는 

전체 문제를 보다 작은 복수개의 하위문제로 분할하여 

참가자들에게 제시하는 문제분할전략을 활용하여 적은 수의 

참가자의 불리함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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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복잡한 문제해결을 위한 크라우드소싱의 디자인 

요소가 크라우드소싱의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된 Agent-base modeling 기반의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사용하여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는 참가자 수 증가가 

크라우드소싱 퍼포먼스를 개선한다는 것이 선행연구에 의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 측이 퍼포먼스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안 전략을 제시한 주된 이유는 참가자 수를 

증가시키는 것의 비용 부담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참가자 수 

증가와 대안 전략인 문제분할전략의 효율성을 비교함에 있어서 각 

전략의 비용측면의 고려를 하지 않고 크라우드소싱의 퍼포먼스 

값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였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점이다. 본 

연구는 대안 전략인 문제분할전략이 뚜렷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략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라우드소싱의 클라이언트가 문제분할전략을 취하는 것이 

실용적일 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 방향은 참가자 수 

증가와 문제분할전략에 관계된 디자인 요소의 변경 비용이 반영된 

보다 포괄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모델 안에서 참가자가 

솔루션 탐색 과정을 수행하는 문제공간을 생성하기 위해 NK-

model을 활용하였다. 문제구성요소간의 비선형적인 영향관계가 

존재하여 울퉁불퉁한 문제공간을 생성하는 NK-model자체는 

복잡한 문제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지만, 구성요소간의 영향관계 

네트워크가 임의 생성되었다는 점은 실제의 복잡한 문제에서의 

영향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현실의 복잡한 

문제는 영향관계를 기반으로 문제구성요소가 모듈화(modularize) 

되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부족함을 만회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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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적합도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임의 생성 영향관계 

네트워크의 단점을 모두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보다 엄격한 

분석을 위해서는 실제로 존제하는 복잡한 문제의 영향관계 

네트워크 정보를 포함한 NK-model을 생성하여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로, 본 연구는 문제분할 전략을 구현함에 있어서 

크라우드소싱 클라이언트 측에서 제시하는 문제가 클라이언트에 

의해 언제나 임의로 모든 분할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현실의 문제에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현실의 문제에서는 문제의 각 구성요소가 다른 특정 구성요소와 

분리 될 수 없는 성질을 공유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제의 모든 구성요소가 서로 독립적으로 각기 다른 문제로 분배될 

수 있고, 가능한 모든 분할의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때문에, 본 연구는 현실의 크라우드소싱을 지나치게 

추상화하여 모델링 하고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한계점 역시 실제로 크라우드소싱의 

대상이 되는 복잡한 문제의 특성과 구조를 반영한다면 보다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문제분할 전략에 따라서 새로운 

솔루션을 탐색하기 위한 단위 탐색반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 탐색 반복 

횟수에서의 모델 퍼포먼스에 의거하여 문제분할 전략의 퍼포먼스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만약 문제분할수가 증가할수록 단위 

탐색반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한다면, 본 연구에서 주장한 

문제분할 전략의 효과가 약화되게 된다.  

문제분할수 증가에 따라 단위 탐색 반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도록 하는 시나리오의 예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문제분할수가 증가할 때, 각 탐색 단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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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되는 resource의 양은 감소하여 탐색과정의 진행을 더디게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로는, 문제분할수가 

증가할수록 독립되어 진행되어야 할 소문제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각 소문제의 해결 이후 각 소문제의 결과를 취합하여 전체 

솔루션을 생성하기 위해 더 긴 시간이 필요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시나리오는 단위 탐색반복에 소요되는 

시간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경우,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문제분할 전략의 효과성은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 물론, 

문제분할수의 증가가 필수적으로 단위 탐색 반복의 시간을 

증가시킨다는 확증은 없고, 어쩌면 현실에서 단위 탐색 반복의 

시간을 단축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다만, 앞서 말한 

시나리오에서도 여전히 문제분할전략이 크라우드소싱 퍼포먼스의 

개선효과가 있음을 보인다면, 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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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AnyLogic Simulation Source Code 

 

AnyLogic 시뮬레이션 모델의 소스코드 중 3.3.절에서 설명된 

과정을 구현한 핵심 소스코드이다. 전체 시뮬레이션 모델은 웹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10 

 

(1) 문제공간의 솔루션 중 최대 퍼포먼스 값 (MaxValue) 계산 

                                            
10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s://drive.google.com/folderview?id=0B5Kg0etqlITQa19CNlVYeFc4

THM&usp=sharing 

for (int i = 0; i < 1048576; i++){ 
 ValueSum = 0; 
 ValueAvg = 0; 
 for (int p = 0; p < 20; p++ ){ 
 ComponentIndex[p] = p*64 + CurrentSolution[p] + 
CurrentSolution[NetworkConfig[p][0]]*2 
+CurrentSolution[NetworkConfig[p][1]]*4 + 
CurrentSolution[NetworkConfig[p][2]]*8 + 
CurrentSolution[NetworkConfig[p][3]]*16 + 
CurrentSolution[NetworkConfig[p][4]]*32; 
 ComponentValue[p] = selectFrom( value ). 
  where( value.index.eq( ComponentIndex[p] ) ). 
  uniqueResult( value.value );  
 ValueSum = ValueSum + ComponentValue[p]; 
 } 
  
 ValueAvg = ValueSum / 20; 
  
 if (ValueAvg > MaxValue){MaxValue = ValueAvg;} 
  
 int k = 0; 
  
 while (CurrentSolution[k] == 1 && k < 20){ 
  k++; 
  if ( k >= 20 ){ break;} 
  }  
   
 if (k < 20){ 
  for (int j = 0; j < k; 
j++){CurrentSolution[j]=0;} 
  CurrentSolution[k] = 1; 
  } 
} 



 

 63 

 
(2) 문제분할전략의 분할적합도 (alpha) 계산 

 

 
(3) 문제공간 탐색 및 새로운 솔루션 생성 

  

for(int i = 0; i < nComponent; i++){ 
 for(int j = 0; j < 5; j++){ 
  if(SplittingConfig[i] == 
SplittingConfig[NetworkConfig[i][j]]){ 
   nInner = nInner + 1; 
   }  
 }  
} 

if (Count > Reset){ 
 for (int i = 0; i < CurrentSolution.length; i++){ 
    CurrentSolution[i] = bernoulli(0.5); 
    S_Solution[i] = CurrentSolution[i]; 
        } 
   nReset++; 
  Count = 0; 
 } 
 else{ 
 for (int i = 0; i < CurrentSolution.length; i++){ 
    S_Solution[i] = CurrentSolution[i]; 
    } 
  } 
   
for (int i = 0; i < nSplitting; i++){ 
 for (int j = 0; j < CurrentSolution.length; j++){ 
   double r; 
   r = uniform(); 
   if( r < CProb){ 
     S_Solution[j] = 1 - CurrentSolution[j]; 
     C_Component[j] = 1; 
     } 
   } 
 
  S_ValueSum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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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int p = 0; p < nComponent; p++ ){ 
   S_ComponentIndex[p] = p*64 + 
S_Solution[p] + S_Solution[NetworkConfig[p][0]]*2 + 
S_Solution[NetworkConfig[p][1]]*4 + 
S_Solution[NetworkConfig[p][2]]*8 + 
S_Solution[NetworkConfig[p][3]]*16 + 
S_Solution[NetworkConfig[p][4]]*32; 
   S_ComponentValue[p] = 
selectFrom( value ). 
   
 where( value.index.eq( S_ComponentIndex[p] ) ). 
    uniqueResult( value.value ); 
  
   S_ValueSum = S_ValueSum + 
S_ComponentValue[p]; 
  } 
  
 if (S_ValueSum < ValueSum) { 
   for (int u = 0; u < CurrentSolution.length; 
u++){ 
  C_Component[u] = 0; 
    } 
 } 
} 
 
 
for (int i = 0; i < CurrentSolution.length; i++){ 
   if(C_Component[i] == 1){ 
    CurrentSolution[i] = 1 - CurrentSolution[i]; 
    c++ ; 
   } 
   C_Component[i] = 0; 
} 
 

if (c == 0){ 
  Count++; 
  } 
 else{ 
  nExplored++; 
  ValueSum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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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int p = 0; p < nComponent; p++ ){  
  ComponentIndex[p] = p*64 + CurrentSolution[p] + 
CurrentSolution[NetworkConfig[p][0]]*2 
+CurrentSolution[NetworkConfig[p][1]]*4 + 
CurrentSolution[NetworkConfig[p][2]]*8 + 
CurrentSolution[NetworkConfig[p][3]]*16 + 
CurrentSolution[NetworkConfig[p][4]]*32; 
  ComponentValue[p] = selectFrom( value ). 
  
 where( value.index.eq( ComponentIndex[p] ) ). 
   uniqueResult( value.value ); 
  ValueSum = ValueSum + ComponentValue[p]; 
  } 
  
 CurrentValue = pow( ( (ValueSum/20)/GlobalMax ), 8); 
 
  if (MaxValue < CurrentValue){ 
   MaxValue = CurrentValue; 
   nImproved ++; 
   } 
  
 } 
   
   
c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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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모델 퍼포먼스 기준 변경 시 각 디자인 

요소 조합의 모델 퍼포먼스 

 

모델 퍼포먼스의 기준을 최고 퍼포먼스 솔루션을 획득한 

시행의 비율로 변경하여 4.2.절과 4.3.절의 분석을 동일하게 수행한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수직 축은 모델 퍼포먼스의 평균 값, 수평 

축은 탐색 반복 횟수이다. 

 

(1)  고정된 문제분할수에 대해 참가자 수의 변화가 모델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11 

 

 

                                            
11 그래프 범례에서 괄호 안은 문제분할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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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정된 참가자 수에 대해 문제분할수의 변화가 모델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12 

 

 

                                            
12 그래프 범례에서 괄호 안은 문제분할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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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로 다른 참가자 수와 문제분할수의 조합이 모델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13 

 

 

 
                                            
13 그래프 범례에서 괄호 안은 문제분할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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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mulation Study on Efficient Crowdsourcing 

System Design Using NK-model 

 

Kyungmin Park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rowdsourcing” is a combination of the words “crowd” and 

“outsourcing.” Crowdsourcing solves a problem via an open call 

for efforts from an undefined public. Recently, many companies in 

various fields have actively utilized crowdsourcing as a brand new 

approach for innovation. The applications of crowdsourcing were 

limited to relatively simple tasks such as logo designs and 

translation tasks, however, problems with high complexity have 

also become targets of crowdsourcing. Crowdsourcing for 

complex problems requires an enormous scale of physical and 

human resources. Therefore, designing efficient crowdsourcing 

system is crucial for crowdsourcing clients. 

This study models crowdsourcing systems for complex problem 

solving, and analyzes the impact of each design component of 

crowdsourcing on the outcome performance. The two main 

research objects are the number of crowdsourcing participants 

and the problem splitting number. Prior researches had proven the 

improvement effect of the number of crowdsourcing participants 

on the outcome performance. However, increasing the numb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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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wdsourcing participant could be impossible due to attendant 

costs. This study suggests “the problem splitting strategy”, which 

means splitting an original problem into several sub-problems, as 

an alternative to gathering more participants. “Problem splitting 

number” is the new design factor of crowdsourcing system that 

associates to the problem splitting strategy.  

This study adopts simulation methodology, agent-based modeling, 

for analysis of each design factor’s impact on outcome 

performance. The model is based on “FANG-1 (Fast Adaptable 

Next-Generation Ground Vehicle Challenge-1)” held by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 which is a real 

case of crowdsourcing for complex problem solving. Complexity 

theory is another theoretical ground of the model. This study 

applies NK-model for generating problem spaces of complex 

problems. As a result, this study reveals the improvement effect 

of the problem splitting strategy. Higher splitting fit leads better 

outcome quality, yet the problem splitting strategy still 

compensate the disadvantage of the lack of crowdsourcing 

participants with lower splitting fits.  

 

Keywords: Crowdsourcing, Agent-based Modeling, NK-model, 

Problem Splitting Strategy, Problem Complexity. 

Student Number: 2014-2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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