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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표 인 온라인 업커뮤니티인 한국 키피디아의 기 2002년부터 2019년까지의 편집로그 

빅데이터를 해체하여 공동 업과정을 시계열 으로 분석하 다. 공개된 오 데이터의 표 화된 XML 문서편집 

기록을 활용해 Phython과 R을 이용하여 분석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활용하 다. 연구 분석 결과 한국 키피디

아 편집자의 참여 방법, 데이터 내용의 특징, 문서 생성의 추이 등을 설명할 수 있었다. 소수 편집자들의 

극  활동과 다수 편집자들의 느슨한 참여도 밝 졌으며, 온라인에서도 나타나는 사회 문화  특징이 

한국 키피디아에서도 나타났다. 집단지성을 지속화시키기 해서는 새롭고 다양한 외부자원이 필수인데 

신규 진입자들이 공동편집 커뮤니티에 안착하기 한 다각 인 고려가 필요하며, 리자 그룹의 고착화를 

탈피하여 순환구조를 통한 개방성이 필요함을 제언하 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ollaborative process in time series by dismantling the edit log big 

data of Wikipedia Korea, a representative online collaboration community, from early 2002 to 

2019. Analysis elements were extracted from the document edit records, formatted in standardized 

XML, and analyzed using Python and R. The ways of editors’ contribution, the characteristics 

of data contents, and the trend of document creation were explained by the analysis. An active 

contribution of a small set of editors and a loose participation of the majority were revealed. 

In addition,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that appear in online communities were also found 

in Wikipedia Korea. A new, diverse set of external resources is necessary to sustain the collective 

intelligence. An effort to settle new editors into the wikipedia community and an openness 

through circulation structure to avoid the exclusiveness of the management group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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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온라인 네트워크 시 가 도래하여 지식정보 

분야도 다양한 역에서 신 인 변화가 출

하고 있는데 학술분야에서는 오  사이언스, 

과학분야는 e-Science, 정부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등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

는 단순히 온라인으로 연구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 뿐 아니라 온라인 랫폼을 

기반으로 지식과 데이터의 공유와 개방을 시도

하여 재생산되는 지식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개

발시키고자 하는 철학을 포함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신으로 인한 통 인 지식 생

태계의 변화는 외부에서 발 한 기술이 기존의 

지식 생산의 방식을 어떻게 바꾸어가고 있는지

에 한 근원 인 질문이 필요한 시 이다. 지

식의 생산과 배포는 시 의 심에 따라 변화

된다. 왕정 시 에는 왕의 권 에 의한 내용 집

필과 련 독자들이 있었다면, 근  계몽주의 

이후에는 합리  이성과 문성을 내세운 학

을 심으로 한 지식인들의 권 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시민사회의 등장과 온라인 시 는 

그 권 가 에게로 옮겨지고 있으며, 그 단

인 로 1768년부터 240여년의 백과사 의 

명맥을 이어온 ‘ 리태니커’가 인쇄본 출 을 

지하기에 이르 으며 이를 체하여 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업 콘텐츠와 랫폼

이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집단지성 업의 성공 모델로 평가되

고 있는 온라인 지식백과인 키피디아의 지식 

생산과정을 살펴 으로서 지식의 공동 업 생

산, 개방, 공유 활동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

고 있는지를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하

다. 동일한 키 랫폼을 사용하여 다양한 

국가에서 콘텐츠를 생산하는 키피디아는 언

어 역권 별로 문화  특징과 온라인 지식 구

조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 반면 지

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키피디아에 

한 연구는 주로 키피디아의 지식 권력과 

집단지성에 한 담론 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키피디아 문서 내용의 편집기록 데

이터를 기반 한 분석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보기술과 자발 인 개별 편집자들

이 에이 트(agent)로서 활동하고 공동의 상

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을 생산하고 축 되는 

키피디아를 상으로 공동 업 지식생산 과정

을 객 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에 한국 

키피디아가 시작된 2002년부터 재까지의 

키피디아 빅데이터 편집기록을 이용하여 지식 

형성 과정을 시계열 인 분석을 통해 악하고 

집단지성의 업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황

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 키피디아’1)는 모두가 참여하여 지식을 구

성하는 온라인 백과사 이다. 최 의 키시스

템은 1995년 워드 커닝엄이 만든 키 키 웹

인데, 재의 키피디아는 2001년 1월에 지미 

 1) 한국 키미디어 회는 한국어 키피디아를 ‘ 키백과’로 명명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로 기재 되고 

있는 한국 키피디아로 명칭을 통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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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일즈와 래리 생어가 시작하 다. 미디어 키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정보를 압축하여 

장하고 호출될 때마다 이를 라우 로 송출하

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편집기

록이 장되고 공개된다. 한국어 키피디아는 

2002년 10월 11일에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자발

으로 참여하는 편집자들의 공동작업에 의해 

지속 으로 데이터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진

주완, 정철, 류철, 2018). 

온라인 업 지식생산 랫폼인 키피디아

에 한 연구는 다양한 에서 수행되고 있

다. 첫째, 컴퓨터 업업무(CSCW: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라는 큰 틀에서 

온라인 업 과정에 미치는 향을 다루고 있는 

업 랫폼에 한 연구이다(Balestra, Arazy, 

Cheshire, & Nov, 2016). 특히 온라인 공동 

업 커뮤니티(OPPC: Online Peer Production 

Communities)의 연구에서는 커뮤니티의 참여 

형태와 조직 이탈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표

으로 키피디아, 리 스, 리서치 게이트 등

이 그 분야의 공동이익을 공유하는 개인들의 

활동 커뮤니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업 랫폼의 특징은 소규모 핵심 기고자에 의

해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작성되고 있음을 지 하

고 있다(Jiang, Mirkovski, Wall, Wagner, & 

Lowry, 2018). 한 통 인 보상체계가 주어

지지 않는 일에 한 사회  참여 동기에 해

서는 기술활용 사회참여(TMSP: Technology 

Mediated Social Participation)라는 주제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Arazy, Lifshitz-Assaf, 

Nov, Daxenberger, Balesra, & Cheshire, 2017; 

Lieberman & Bar-Ilan, 2019).

키피디아를 운 하고 있는 비 리단체인 

키미디어 재단은 업 활동의 지원을 하여 

데이터의 공개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식

의 축  과정을 통계수치로 매월 공개하고 있

으며, 언어 커뮤니티별로 비교가 가능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Wikipedia Statistics, 2018). 

더불어 키피디아 커뮤니티의 건강성 증진을 

해(자유로운 지식 근과 기여의 방해요소와 다

양성) 매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 보고서

에 따르면 참여그룹(편집자, 키미디어 기 들, 

로그램 리더, 기술 공헌자)으로 나 어 조사한 

결과 신규 커뮤니티(emerging community)의 

젠더 다양성은 떨어지고 있음이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35-44세이고, 주로 로벌 노

스2) 지역의 편집자가 81%를 차지하며, 공헌

자의 90%가 남성임을 밝 내었다(Wikimedia 

Foundation, 2018). 키피디아는 신규 진입 

편집자(new editor)의 확보와 유지를 하여 

간 규모의(월평균 300-3,000명) 편집자가 있

는 커뮤니티를 선정한 결과 16 (773명)인 한

국과 18 (615명)인 체코인 총 65명을 상으

로 지조사(ethnography) 연구를 진행하 다. 

신규 편집자의 배경, 심사, 동기는 다양하 으

며 키피디아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

고 있지만 상호간의 의견이 달라 이해가 충돌3) 

할 수 있다고 지 하고 앞으로 이들을 이해하고, 

 2) North-South divide라고 불리우며 사회경제  그리고 정치 인 구분을 말한다. 일반 으로 로벌 노스(북반구)

는 북미  국, EU, 러시아, 일본, 싱가폴, 한국, 호주 등을 말하며 Global South는 아 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개발 국가, 동 등을 지칭한다. 

 3) 키피디아는 내용 작성에 의견이 다른 경우 각 문서와 편집자별 <토론> 공간에서 의견을 나 는 공간이 있다. 본 

연구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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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다. 한 유 기 과의 력이 필요하다고 보

았는데, 한국의 경우 정부와 력을 시도하고 있

다고 하 다(Wikimedia Foundation, 2017). 

둘째, 각 언어 역권 키피디아의 데이터

를 기반으로 문화  차이 에 한 맥락 비교 

연구  개별 언어국가에 한 편집자들의 이

용행태 연구가 있다.  세계 으로 309개의 언

어커뮤니티가 있는데, 1  문서 생산 커뮤니티

는 어권 키피디아이고 2020년 5월 재 

6,076,841건이며, 한국어 커뮤니티는 494,315건으

로 24 의 문서 수를 생산하고 있다(Wikipedia, 

2020). Karkulahti와 Kangasharju(2012)는 아

랍, 핀란드, 스웨덴, 한국을 상으로 2009∼2010

년의 데이터를 분석하 다. 아랍권은 주로 목, 

, 토요일에 주로 편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업무 시간 가 균등하게 나타난 것은 그 외의 

국가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아랍 언어 

생활권 사람들의 주말이 , 토요일이고, 타임

존이 리 퍼져있는 반면 한국인의 활동 시간

와 요일은 한국 타임존에 맞추어져 있음이 

조사되었는데, 이는 부분 지리 으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편집하는 것4)임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활동하는 편집자를 편집 수

에 의해 카테고리로 나 었는데 문서(articles)

를 1,000번 이상 변경하는 그룹(heavy users), 

51-1,000번 변경하는 그룹(Medium Users), 2-50

번 변경하는 그룹(Light), 1번만 변경한 그룹

(Random)으로 나 었다. Heavy users는 체

의 0.2%이며, 문서의 60%를 생산하며, Medium 

Users는 체의 1% 편집자이며, 13%의 문서

를 생산한다. Light와 random 그룹은 체의 

99%를 차지하는 편집자이며, 29%의 문서를 생

산한다. 다시 말하면 체 2% 편집자들이 70%

이상의 문서를 생산하고 있음을 밝 내었다. 

최근에는 Polat와 Akbiyik(2019)가 어, 독

일어, 일본어, 한국어, 핀란드어 터키어 키피

디아 업 신의 문화  차이를 연구하 는데, 

편집 활동자와 리자의 수에 따라 사회  구

조계층의 차이 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문화

으로 이해하고자 하 다. 문화 으로 업과

정이 다른 행동 구조가 나타남이 밝 졌는데, 

국가별 인구 비 키피디아 활동 인구를 기술

인 통계  비교에 의하면 인구 1백만명당 

어권, 독일권, 핀란드권, 일어권 그리고 한국어, 

터키어 순으로 나타났다. 각 언어 역별로 자

발 인 기 으로 리자를 선출하고 편집의 

립성을 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수 여부 

 편집 권한의 정지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리자의 분포가 높을수록 덜 수직 인 구조가 

되는데, 가장 수직 인 조직은 일본(0.4%), 터

키(0.88%), 어권(1.0%), 독일권(1.06%) 순

서이며, 한국은 (1.4%), 핀란드(2.56%)로 나

타났다. 이 연구는 동일 랫폼을 활용하는 문

화권별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온라인 편집자들의 행동과 업 모델이 실세

계의 물리  문화권의 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키피디아 내용의 신

뢰성에 한 논의로 SCI 학술지를 상으로 

키피디아 인용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심원

식, 변제연, 김민정, 2013). 지 은 이러한 논의

 4) 타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편집인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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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키피디아 인

용이 매우 활발한 상황이다(이강 , 2017). 황

주성과 최서 (2010)은 키피디아와 유사한 

네이버 지식인과의 비교연구를 수행하 는데, 

네이버 지식인 기여자들은 객  지식 축 보

다는 필요에 의한 지식 제공  만족을 시하

고, 개별  집단지성인 반면 키 기여자들은 지

식의 축 이나 발  그 자체가 더 높았으며, 

업  집단지성임을 설명하 다. 한창진(2009)

은 네이버 지식인과 키피디아 두 집단의 집

단지성 모델은 구조 으로 다른 방식으로 모델

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 데이터가 축 이 되

면서 생산 방식 차이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용

도가 확연히 차이가 있어 그 모델의 차이 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 다. 최근 장순규, 강하 , 

윤재 (2018)은 나무 키와 키피디아의 비

교 연구에서 지식정보의 달 방법이 다르고 

그 역할이 다르다고 보았다. 키백과는 신뢰

성과 질 인 지식정보를 뉴스나 논문, 미디어 

등 외부 자료를 활용하여 명확하고 좁은 범

의 정보를 달하려는 반면에 나무 키는 흥미

성을 강조하여 긴 텍스트와 상  이미지를 

활용하고, 넓은 범 의 내용을 포 하려고 한

다고 하 다. 이용자는 정보의 습득 목 과 신

뢰성  흥미성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며, 키

백과 보다는 리자 개입이 덜한 나무 키의 

내용과 이미지와 상의 활용이 높고, 정보의 

양도 많음을 밝 내었다.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키피디아의 반

(反) 문가주의 특징과 집단지성 한계   새

로운 지식권력의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들이 있

다(손 우, 2012; 윤은호, 2012). 정승화(2016)

는 키피디아 편집에 참여하는 참여자5)들의 

인종과 성별 계 의 편 성을 비교하며 온라인

에서 출 하는 권력층인 리자의 권한과 신규 

진입자 정착의 어려움 등에 하여 논의하 다. 

한 키피디아는 기존 매체의 인용에 근거한 

쓰기를 허락하고 있는 정책이 기존의 제도  

구조를 충실하게 재생산한다는 한계 을 지

하고 있다. 특히 키피디아의 권  구조6)와 

집단 문화는 여성들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고, 

기존 지식체계에서 배제된 이들이 더욱 주변화 

시킬 험이 있으며, 부분은 사소한 편집이

나 반달리즘에 방어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 다. 

이와 같이 온라인 집단지성은 기존의 지식정

보에 비해 구나 자발 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참여하여 만들 수 있고, 규

모 업을 통해 콘텐츠를 형성하고 있다. 국내

에서도 다양한 온라인 업 랫폼이 등장하고 

있으며 편집 정책과 시스템 구조가 상이하며 

참여자들의 동기에 따라 내용과 목 이 다름을 

알 수 있다. 한 온라인 업 조직도 새로운 

형태의 조직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랫폼에 기

여하는 구성원들에 의해 그 특성이 형성되고 

있다. 앞으로도 탈 심화 된 네트워크 공유 

업 모델이 지속 으로 증가될 것으로 상되는 

이 시 에 그동안 이루어졌던 한국 키피디아

 5) 북미와 유럽을 심으로 교육받은 20∼30 의 은 남성이 다수의 편집 참여자라고 하 다.

 6) 키피디아는 일반편집자(editors)들이 있고 리자(administrators)들이 약 1,600명 정도가 있다( 세계 키피

디아). 이 리자들  리자 지명  해  권한을 갖게 되는 료(buraucrat)가 있는데 약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조정 원회(arbitration committee)는 최종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이항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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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담론 인 연구를 확장하여 데이터 기

반의 실증  연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3. 연구방법

3.1 위키피디아 빅데이터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키피디아에서 공개 으로 

제공하고 있는 XML 형태의 용량의 원본 데

이터를 수집하여 가공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

을 채택하 으며, 데이터를 다루기 해 Python 

언어를 바탕으로 한 처리 기반 기술을 활용

하 다. 박정원, 양수철, 문혜정(2017)의 연

구에서도 키피디아의 XML 데이터 원본을 

Python과 R 언어로 처리하여 필요한 요소

들을 한 형태로 가공 활용하여 연구한 바 

있다. 

 

3.2 분석 과정 및 방법

키피디아는 여러 유형의 생산 데이터들을 

공개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개 데이터  체 한국어 문서의 생성  수

정 등의 히스토리가 담긴 XML 형태의 데이터

를 활용하 다. 해당 데이터는 한국어 키피

디아 문서가 최 로 생성된 시 인 2002년부터 

최근까지의 모든 기록이 담겨있으며, 최신 일

자의 데이터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데

이터를 사용하 다. 압축본의 용량은 12G이지

만 원본의 용량은 300G가 넘는 방 한 사이즈

의 데이터이다. 추가로 키피디아의 넘겨주기 

문서 목록을 바탕으로 일반문서를 구분하기 

해 ‘redirect.sql.gz’ 일을 활용하 다. 해당 

일은 문서 간 넘겨주기 구조를 담은 테이블 생

성쿼리가 담겨 있는 SQL 데이터이다.

 

3.3 분석 데이터 추출 요소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기 

한 정보 형태로 가공하는 작업을 우선 으로 수

행하 다. 히스토리 데이터는 Python 언어를 

사용하여 가공하 으며, ‘넘겨주기 문서’ SQL 

데이터는 일에 포함된 테이블 생성 쿼리문을 

활용하여 테이블을 생성한 후 이를 히스토리 데

이터와 결합하여 넘겨주기 문서를 제거하기 

한 처리 로직에 사용하 다.  

히스토리 데이터는 <그림 1>의 좌측과 같은 

XML 형태이며, 여러 요소가 다양한 태그로 구

분되어 있다. 데이터에 담긴 정보는 <그림 1> 

같은 구조이며, 이러한 각 요소에 해당하는 정

보들을 추출하여 <표 1>의 데이터 테이블을 완

성하 다. 

체 데이터를 한 번에 메모리에 재시키기엔 

어려움이 있기에 한 라인씩 데이터를 불러오며, 

문서명(Title), 문서 이름 공간(NameSpace), 문

서 번호(Page-ID), 편집 번호(Revision-ID), 편

집 일자  시간(Revision-Timestamp), 편집

자-로그인(Revision-Contributor-Username 

/ Revision-Contributor-ID), 편집자-비로그인

(Revision-Contributor-IP) 항목을 추출하여 

정제하 다. 한 체 문서 , 일반 문서만을 

분석 상에 포함시키고자하여 키피디아의 

메타 페이지에서 공개하는 메타 정보를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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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키피디아 XML데이터 원본 일부  히스토리 XML 데이터 자료 구조

요소 설명

Title 문서 제목

Name Space 문서 이름 공간

Title ID 문서 번호 

Revision ID 편집(작성/수정) 내역 번호

Revision Timestamp 편집(작성/수정) 연월일&시간

Revision-Contributor-Username 편집자 이름(로그인을 했을 경우)

Revision-로그인-Contributor-ID 편집자 ID(로그인을 했을 경우)

Revision-비로그인-Contributor-IP IP(비로그인일 경우)

Text Size 편집 후 문서 체 텍스트의 byte 수

<표 1> 분석 추출 요소

‘https://ko.wikipedia.org/wiki/ 키백과:

이름공간’ 페이지를 통해 각 장 공간 ID 의 

정의를 악하여, 0번 장 공간 번호를 가진 

문서만 분석 상에 포함시켰다. 추가로 문서

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정 내역의 트랜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악하기 해 수정 내역

별로 문서 체 텍스트의 byte 수를 계산하여 

생변수로 생성하 다. 다만 히스토리 데이터

에는 편집 완료 후 문서의 체 텍스트가 남는 

형태인데다가, 문서를 표 하는 모든 html 코

드 등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 을 감안하고 데

이터를 분석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제  생변수 생성

이 완료된 데이터는 R 언어를 통해 시각화  

심화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 임 

형태로 구성하 으며, 다음과 같은 형태이다. 

<그림 2>를 살펴보면 ‘조선 세종’이라는 제목을 

가진 키피디아 문서는 키피디아 내부 데이

터베이스에서 2789번이라는 ID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2004년에는 생성되었으며 그 이후 여

러 사용자들에 의해서 편집되고 있는 기록이 

담겨있다. 이 내용은 키피디아 문서 메인의 

우측 상단에 있는 역사보기 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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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조선 세종’ 문서의 데이터 정제 내용

이처럼 한국어 키피디아의 일반 문서의 모

든 편집 역사를 한데 모아 데이터 테이블로 구

성하고 연 된 세부 인 변화 양상들을 데이터

로 악해 보고자 하 다. 

4. 분석 결과

4.1 한국 위키피디아 문서 현황 

백과사 은 기본 으로 표제어와 그에 한 

정의 는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키피디아

는 온라인 백과사 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한 화

면에 하나의 표제어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을 

구성되는데 이것을 ‘기본 문서(Content Pages: 

Articles)’7)라고 한다. 한국 키피디아가 시작 

된 2002년 10월 12일부터 2019년 10월 30일까

지 총 기본 문서 수는 474,947건8)이다. 이는 기

본 문서(표제어)로 추출된 것이며, 이 밖에 다

양한 표 의 유사한 문서(외래어, 축약어, 동의

어 등)들을 기본 문서로 연계시켜 주는 문서를 

‘넘겨주기 문서(Redirect)’라고 한다. 키피디

아에서는 이와 같이 ‘기본 문서’와 ‘넘겨주기 문

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 체 문서(Pages)’

라고 하는데, 총 체 문서 수는 2,172,352건

(2019년 10월 재)이다. 본 연구는 체 문서 

에서 편집기록이 담겨 있지 않은 넘겨주기 

문서9)를 제외한 기본 문서인 표 표제어 약 

47만 건을 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 다.

키피디아는 자들의 공동 편집 활동을 통

해 문서가 생성, 수정, 편집, 삭제 등의 과정을 

거쳐 지속 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 

기록은 ‘역사 보기(view history)’에 기록이 되

어 있어 가 어떤 내용을 언제 어떻게 편집하

 7) 한국 키피디아에는 ‘본문’으로 명명되어 있는데, ‘본문’은 문서의 내용(contents)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

에서는 표 표제어를 ‘기본 문서(Content Pages, Main pages)’로 명명하고자 한다. 

 8) 키피디아는 문서 이외에도 토론, 일 등 36개의 네임스페이스로 구분이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서’를 

심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9) ‘넘겨주기 문서’는 편집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범 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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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새롭게 생성하 는지를 추 할 수 있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난 18년간 한국 

키피디아 문서 약 47만 건, 편집자 약 68만여 

명10)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문

서와 편집자11)( 자)를 심으로 시계열 으

로 분석해 보고자 하 다.

4.1.1 한국 키피디아 문서 편집 황 분석 

문서는 편집자들에 의해서 비동시 인 편집

이 일어나면서 생성되고 있는데, 편집자가 

심 있는 주제에 한 신규 문서 생성  다른 

편집자가 작성해 놓은 기존 문서의 편집, 수정, 

추가, 삭제, 재배열 등의 편집 과정을 통해 이루

어진다. 한국 키피디아 문서의 업을 계량

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18년간 축

된 문서는 총 474,947건이며, 연도별 신규 생

성 문서 수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2002년 16

건의 문서로 시작하여 2009년까지는 매년 지속

인 신규 문서 생산이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9

년부터는 등락을 보이면서도 안정 인 문서 생

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3> 참조). 평균

12)으로 매일 평균 78건, 매월 2,328건이, 매

해 27,938건의 문서가 생성되고 있다. 

문서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까지 

공동편집자 수와 편집 횟수가 꾸 히 증가하고 

있으며, 문서의 데이터의 양도 격히 증가하

고 있다. 그러나 2009년부터 편집 횟수와 공동

편집자의 수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

<표 2> 신규문서의 연도별 증가율

<그림 3> 연도별 신규생성 문서 추이

10) 통상 한국 키피디아 통계에서 다루는 문서는 체문서(토론, 넘겨주기 포함)이다. 본 연구는 편집과정을 분석

하는데 목 을 두었기 때문에 넘겨주기를 받은 ‘기본 문서’에 작업을 한 로그인(등록자)  비로그인(미등록 IP 

로 속) 편집자를 상으로 분석하 다. 

11) 키피디아는 다수의 편집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해 간다. 문서의 공동 자들을 의미하는데, 키피

디아 공식 용어가 편집자(editors)이므로 본 연구도 ‘편집자’로 통일하고자 한다. 

12) 연평균, 월평균, 일평균 계산은 2002년부터 2018년까지의 17년으로 처리하 다. 2019년은 10월까지의 데이터로

서 2개월이 제외되기 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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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반면 문서 텍스트의 양은 편집횟수와 

공동편집자 수의 감소에 비해 보다 완만하게 

정선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그

림 4> 참조). 

개별 문서에 참여한 편집자들의 수와 편집 횟

수 그리고 데이터의 양을 문서가 만들어지는 연

월일 기 으로 분석한 결과, 하루에 공동편집자

와 편집 횟수  문서의 양은 다음의 <표 3>과 

같이 일일 평균 1,144명이 2,817번의 편집을 하

고 있으며, 총 427,549명 byte 문서데이터를 작

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서마다 편집에 참여하는 공동 편집인 수와 

편집 횟수는 문서마다 상이하다. 평균 으로 문

서 1개당 공동편집인 수와 편집 횟수를 측정해

보고자 하 다(<표 4> 참조). 평균 값은 공동편

집자가 15명이 36회를 수행하여 문서 1개를 만

<그림 4> 연도별 문서의 공동편집자, 편집횟수, 문서양의 추이

일 평균
공동편집자 편집 횟수 문서의 양(byte)

1,144 2,817 427,549

<표 3> 일평균 문서 편집 황

문서 1개 공동편집자 수 편집 횟수 문서 양 총 문서

평균 15명 36회 5,509byte
474,947

 값  7명 14회 2,580byte

<표 4> 평균 편집 횟수  편집자 수, 문서 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한국 키피디아의 지식형성 과정에 한 연구  181

들어 간다. 반면에  값은 공동편집자 7명이 

편집 횟수를 14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

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데이터에 극단 값이 있

기 때문인데, 소수의 편집자가 상당히 많은 수

의 편집을 하기 때문에 평균과  값의 큰 차

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문서의 양도 평균 값과 

 값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데 문서에 따라 

데이터 양의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1회 편집(한 명의 편집자)으로 작성된 

문서의 건수는 21,737건(4.6%)에 달하는데 편

집자 1인이 최 로 문서를 만들고 그 이후에 편

집이 이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1∼5회 편집으로 문서가 작성된 경우는 61,041

건(62%)이다. 

4.1.2 한국 키피디아 최다 참여 문서 

문서에 참여하는 편집인 수와 편집 횟수가 

많은 문서를 분석해 보았다. 다수의 편집자들

이 여러 횟수를 거쳐 편집하고 있는 문서는 참

여자들의 심도가 높다는 것을 말한다. 18년

간에 걸쳐 가장 많은 편집 횟수와 공동 편집자 

수를 보이는 문서의 순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와 같이 편집자 수의 참여가 높은 문

서는 주로 정치, 사회 련 주제가 주를 이루며, 

창기 연도부터 지 까지 꾸 하게 업데이트

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편집 횟수가 높은 

문서는 연   스포츠 등 방송,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주제가 부분이며, 편집 시작 연도는 

해당 주제( 로그램명)가 출 할 때 시작되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 내

용을 살펴보면, 학술 인 내용보다는 일반 이

고 인 주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3 키피디아 문서 나이

문서 47만 건을 개별 문서별로 편집이 시작된 

연월일부터 최근까지 수정, 업데이트, 삭제된 편

집연월일까지의 기간을 ‘문서 나이‘라고 명명하

여 분석해 본 결과 문서의 수명이 1년 미만인 경

우가 체의 22%이며, 1개월 미만도 66,060건으

로 체의 13.9%가 된다. 한편 10년 이상 지속

으로 편집이 이루어지는 문서의 비율도 20%가 

된다. 체 문서의 평균 나이인 편집 기간은 5.6

년인 것으로 보아 편집자들이 심 있는 주제에 

한 꾸 한 편집 수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그림 5> 참조).

<표 5> 한국 키피디아 편집자 최다 참여  편집 횟수 문서 순 (2002-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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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문서 나이별  문서 수 

<표 6> 문서의 나이 

4.2 편집자 분석을 통해 본 위키피디아의 

특성

키피디아는 두 가지 형태의 편집자를 허용

한다. 본인의 아이디를 생성하고 로그인하여 편

집하는 ‘로그인 편집자’와 로그인 하지 않고 편

집하는 ‘비로그인 편집자’가 있다. 본 연구는 기

본 문서 편집을 1회 이상 진행 한 로그인 편집자

와 비로그인 편집자13) 모두를 분석하 다. 이 

에서 ‘ ’이라는 아이디의 편집 활동은 제외하

는데 그 이유는 분류 변경, 목록 갱신과 같은 

간단한 작업을 자동 처리할 때 활동하는 것이기 

떄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07개 ’14)의 

활동을 제외한 비로그인 편집자 568,941명, 로그

인 편집자 115,023명을 포함한 체 683,964명

의 편집자들에 하여 분석하 다. 

4.2.1 연도별 편집자의 편집활동 추이

키피디아에 로그인을 하여 편집자로 활동 

한다는 의미는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문

서편집 내역과 토론 등 활동을 지속 으로 하겠

다는 것이며, 로그인 하지 않고 편집하는 활동은 

본인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편집에 참

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편집자의 편집 문서 수와 

편집 활동에 한 분석을 하기 하여 로그인 그

룹  비로그인 그룹에 한 편집 황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표 7> 참조). 2002년

에 13명의 편집자를 시작으로 키피디아가 시

작되었고 연도별로 꾸 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

는데 평균 으로 로그인 편집자에 비하여 비로

그인 편집자의 수가 약 4배가 많다. 

<그림 6>과 같이 연도별 편집자 활동 추이를 

보면 기에는 로그인과 비로그인 활동이 비슷

13) 비로그인 편집자는 IP 주소가 ID가 되어 로그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석하 다. 

14) 본 연구의 ‘ ’은 한국 키피디아  목록 121개  연구 상 데이터와 매칭된 ‘ ’은 107개로 집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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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로그인  비로그인 그룹 편집 횟수

<그림 6> 연도별 편집자 활동 추이

하게 이루어지다가 비로그인 편집자들은 지속

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로그인 편집인들은 2008

년까지 활동이 증가하다가 등락을 보이면서 

재는 10년  활동량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비

로그인의 편집 활동은 최근까지 지속 인 성장

세를 보이고 있다.15) 

편집 문서의 수와 편집 횟수를 기 으로 <그

림 7>과 같이 로그인  비로그인 편집인들의 

활동을 분석해 보았다. 2009년까지 로그인 그

룹의 편집 문서 수와 편집 횟수는 월등히 증가

하 으나 2010년 이후로 편집 횟수는 격히 

감소되고 있으며 편집 문서 수도 감소되고 있

15) 2019년 성장곡선이 다소 떨어지게 보이는 것은 본 연구 상의 데이터가 2019년 10월까지이므로 남은 두 달의 

데이터가 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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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로그인  비로그인 그룹별 편집 문서 수  편집 횟수

다. 반면 로그인 그룹에 비하여 비로그인 편집

자의 신규 진입자 수는 최근까지 꾸 히 증가

하고 있으며, 편집 횟수와 편집 문서는 2016년

도까지 증가하다가 차 안정 하향세를 어들

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다. 

4.2.2 편집자의 참여 기간

지난 18년 동안 편집자가 키피디아에 참여

한 기간을 살펴보기 하여 편집자의 최  편

집일자에서 최종 편집일자까지의 편집 로그를 

분석 해 본 결과 <표 8>과 같이 1개월 미만 참

여하는 편집자가 84.97%가 되었고, 1년 미만이 

체의 93.42%에 이르며 평균 2.8개월 정도 참

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그인 편집자들의 

경우에는 평균 5.6개월 참여하여 비로그인 편

집자들에 비해 머무는 시간이 높다. 하지만 

다수 편집인들은 1개월 미만 참여하여 편집하

는 것으로 보아 편집자들이 지속해서 키피디

아에 흥미를 가지면서 편집하고 있지 않다고 

사료된다. 반면 10년 이상 장기 으로 참여하

는 편집자들도 0.1%를 차지하고 있다.

<표 8> 편집자의 참여 기간 

 

4.2.3 편집자의 참여 시기

한국의 키피디아는 2002년 10월에 문서가 

생성되었는데, 편집자들이 키피디아에 신규 

참여한 시기를 추이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8>과 같이 로그인 비로그인을 합친 편집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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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참여는 2002년도에 13명(로그인 편집자 2

인)으로 시작하여 2010년까지 꾸 히 증가세

를 보이다가 안정선을 유지하 다. 2014년 이

후에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33,998

명이 신규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신규 진입자가 일정 수 으로 매년 유지됨

에도 불구하고 편집 문서의 수는 2010년 이후

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그림 9>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로그인 편집자의 신규 진

입연도에 따른 편집문서 수를 보면 최근 10년 

내에 연도별로 진입하는 신규 진입자들의 수와 

계 없이 편집문서 수는 격히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반면 비로그인 상태에서 편집

하는 편집자들의 진입 연도와 편집 문서의 수

는 비례하고 있다(<그림 10> 참조). 이와 같은 

상은 비로그인 편집자들의 진입이 비교  안

정되게 증가하고 있으며 한 문서 편집도 꾸

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이 

최근의 한국 키피디아 문서 편집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8> 체 편집자 진입연도  편집 문서 수

<그림 9> 로그인 편집자 진입연도  편집문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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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비로그인 편집자 진입연도와 편집문서 수

4.2.4 편집자의 문서 편집 황 분석

키피디아의 편집인들이 문서를 몇 회 편집

을 하는지 분석하여 활동량을 측정하 다. 편집 

횟수가 1회에 그친 경우가 체 편집인들의 49%

에 해당하 다. 한 1∼10회 내외로 편집한 편

집인들이 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었다(<표 

9> 참조). 

<표 10>은 편집 횟수 구간별 편집자 수를 분

석을 보여주고 있는데, 100회 이상의 편집 횟수

를 기록하는 편집자들은 1.3%에 해당한다. 

<표 10>에 나타나듯이 편집 횟수가 10만 건 

이상을 편집하는 소수의 편집인들이 있는데 이

들은 모두 로그인 편집인들이며, 이들 8인이 

1,495,118건의 편집 횟수와 51만 건16)의 문서

편집 횟수 편집인 빈도 수 백분율(%)  백분율(%)

1 336,902 49% 49%

2 119,894 18% 67%

3 54,410  8% 75%

4 32,355  5% 80%

5 21,871  3% 83%

6 15,731  2% 85%

7 11,711  2% 87%

8 9,229  1% 88%

9 7,651  1% 89%

10 6,119  1% 90%

합계 615,873 90%

<표 9> 편집인의 편집 횟수(1-10회)

16) 8인이 다수의 문서를 편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별 문서 편집은 데이터에서 복처리 하여 분석하

지만 8인의 편집 문서는 복될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한국 키피디아의 지식형성 과정에 한 연구  187

편집 횟수 편집자 수 백분율(%)  백분율(%)

1-10회 615,873 90% 90%

11-100회 58,679 8.6% 98.6%

101-1,000회 7,994 1.2% 99.8%

1,001-10,000회 1,249 0.2% 99.9%

10,001-100,000회 161 0.02% 99.99%

100,000회 이상 8 0.001% 100%

총 683,964

<표 10> 편집 횟수 구간별 편집자 수

를 편집하고 있었다. 이  최다 편집 횟수를 수

행하는 1인은 34만의 편집 횟수와 16만 9천 건

의 문서를 편집하고 있는데, 이는 체 36%의 

문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분의 편집자들은 매우 소극

인 편집을 하고 있음에 반하여 극소수의 편집

자들이 왕성한 편집 횟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은 편집자의 편집 횟수의 

평균 값에 향을 미치고 있다. 체 편집자의 

평균 편집 횟수는 21회이지만,  값은 ‘2’로 

나타났다. 특히 로그인 그룹 편집자들의 평균 

편집 값은 82, 비로그인 그룹의 평균 값은 8로 

산출된 것은 소수의 량 편집자들이 부분 

로그인 편집 그룹이기 때문이다. 

편집인들의 편집 횟수를 다음의 <그림 11>과 

같이 편집자들과 편집 횟수와의 계를 도표로 

나타내면 정규분포가 아닌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즉 다수의 편집자들은 은 횟수의 

편집을 하고 극소수의 편집자들이 량의 편집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편집 문서 수를 살펴보면 1개의 문서만 편집

한 편집자들은 체의 66%인 484,095명이며, 

문서 2개만 편집한 편집자들은 12%인 80,831

명이었다. 즉 한 두 개의 문서만 편집한 편집자

들이 체의 78%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에 46명은 문서를 1만개 이상에서 16만개까지 

<그림 11> 편집자들과 편집 횟수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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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

두 로그인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와 같

이 문서의 편집 횟수나 편집하는 문서의 수나 

부분 편집자들은 1∼2회 정도 편집에 그치는

데 반하여 소수의 량 편집자들이 문서의 부

분을 다루고 편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 까지 체 편집자들의 문서 편집 황 

분석을 통해 한국 키피디아의 반 인 추이

를 살펴보았다. 한편 재 활동하고 있는 편집

자(활동 편집자, active editor)를 악하고자 

하 다. 이를 해서는 통상 으로 3개월 동안

의 실제 편집 활동 통계를 기 으로 측정한다. 

로벌 키피디아 범용 통계에는 평균 매월 5

회 이상 편집하고 있는 편집자 수를 측정하는

데, 한국 키피디아 통계에는 월 평균 1회 이

상 편집자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활

동 내역인 2019년 8월, 9월 10월의 월 평균 1회 

이상, 5회 이상, 100회 이상의 편집자를 추출하

여 평균 활동 편집 수를 악하 다. <표 11>의 

통계에 나타나듯이 활동 편집자는 한 달에 5,476

여명 정도가 되며, 자주 활동하는 편집인은 약 

828명, 매우 열심히 활동하는 편집자는 평균 월 

35명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활동하는 활동 편

집자들도 로그인 그룹 보다는 비로그인 그룹이 

더 활발함을 알 수 있었다.

4.2.5 키피디아 편집 리자 활동 황

키피디아 리자(Wikipedia administrator)

는 키피디아 사용자 가운데 투표를 거쳐 

리자(sysops)로 지명되는데, 키피디아 정책

에 합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모니터링하고 

리하는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리

자들은 다른 편집자들에 비해 기술 인 특권

을 추가 으로 부여받고 있다. 부 한 문서

들을 삭제하고 문서들을 보호하며 키피디아

의 정책에 어 나는 계정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 키피디아 리자17)는 총 22인으로 

편집연월 1회 이상 5회 이상 100회 이상

2019년 10월 6,329명 907명 22명

로그인 767 226 5

비로그인 5,562 681 17

2019년 9월 5,072명 769명 47명

로그인 668 179 11

비로그인 4,404 590 36

2019년 8월 5,027명 809명 38명

로그인 709 202 9

비로그인 4318 607 29

평균 5,476명 828명 35명

평균 로그인 714명 202명 8명

평균 비로그인 4,761명 626명 27명

<표 11> 재 활동 인 편집자 (활동편집자) 통계

17) 키피디아 리자는 편집자(editors)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리자는 문서의 삭제나 보호,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용자에 한 제재 등 몇 가지 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진주완, 정철, 류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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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 사무 , 인터페이스 리자, 검사 , 기록

보호자의 역할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 키피

디아의 정책 결정과 편집자의 제명이나 분쟁 조

정, 수정 되돌리기 등의 편집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일을 하고, 일반 편집자들 

에 선출되어 활동한다. 

본 연구에서 추출한 편집자들의 18년간 데이

터와 한국 키피디아 리자 목록18)을 조하

여 리자별 편집 시작연도, 최근 편집연도, 편

집 횟수, 편집 문서, 편집 기간  리자 유형

별로 <표 12>와 같이 정리하 다. 한국의 리

자 부분이 키피디아 장기인 2003년부터 

2010년 동안 편집 활동을 시작한 편집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 모두 최근까지 편집 활

동을 지속 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분이 10년 이상의 편집을 하 으며, 2016년에 

편집을 시작하여 리자가 된 회원은 1인 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인 편집 횟수는 

35,518건 이며, 편집 문서 수는 16,731건 이고, 

평균 편집 기간은 11년이다.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가장 많은 편집 횟수로 문서를 편집하

고 있는 1인이 리자  한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 키피디아 리자는 주로 

기 멤버들로 구성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직 구성은 기존 멤버들에 의한 의사

결정으로 편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살펴 본 

Polat와 Akbiyik(2019)의 연구에 설명된 바와 

같이 편집 활동은 리자의 수에 따라 사회  

<표 12> 한국 키피디아 리자 유형  세부 활동

18) ko.wikipedia.org/wiki/ 키백과: 리자_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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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계층이 나타난다. 한국은 리자 비율이 

높아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교  수직 이지 않

다고 밝 졌지만, 본 연구결과 한국사회의 문화

인 연공서열(가입 우선순 )의 계질서가 한

국 키피디아 리자 조직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새로운 권  유형의 재형성과 

지식권력이 생겨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결과이

며, 한국 인 오 라인 문화가 온라인 업 문

화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된다. 

온라인 랫폼도 물리  세계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업 토론과 공동 편집을 통해 지식 축

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해서는 건강한 조직

문화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리자 그룹의 장

기화와 신규 진입자들이 리자가 되기 어려운 

환경은 기존 세력의 토착화에 따른 수직 인 

문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한 새로운 진입자들

이 기존 랫폼 문화에 응하고 이를 수용하

는데 어려울 수 있는 단 을 래할 수 있다. 

5. 결 론

키피디아는 구에게나 열려있는 집단지

성의 장이며 끊임없이 생산, 축 되고 있는 지

식들이 무료로 공개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키피디아 온라인 업

지식시스템의 시작 기 부터 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하여 지난 18년

간의 편집 내역을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키피디아는 모든 편집과정 데이터들

이 표 화된 유형별 네임스페이스와 XML 형

태로 구축되어 있어, 문서와 편집  토론 등 

집단지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객 이고 투

명하게 기록되고 있었다. 더불어 모든 데이터

는 지식의 축  결과 뿐 아니라 기부터 재

까지의 업 과정에 한 공개로 출처의 투명

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오  데이터의 특성

인 개방성, 공개성, 투명성을 함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업 랫폼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축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기 

시스템 설계에서부터 오  데이터에 한 지속

인 정책과 유지 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 키피디아는 지난 18년간 신규 

문서의 생성이 꾸 히 증가하고 있으며, 월별

로 평균 78건의 새로운 문서가 만들어지고 있

다. 편집 횟수와 문서의 양도 2008년까지 꾸

히 증가하 으나 2009년부터는 편집 활동이 서

서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 문

서의 나이는 5.6년으로 공동 편집인들의 꾸

한 참여 속에서 문서가 업데이트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편집 횟수가 많은 문서의 주제는 

연 , 오락  스포츠 이며, 편집자 수가 가장 

많이 모여서 작성한 문서는 주로 정치, 사회

반에 한 주제로서, 학술 인 내용 보다는 일

반 이고 인 주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셋째, 비로그인 그룹의 편집은 로그인 편집

에 비해 평균 4배가 많은 수로 활동하고 있다. 

2009년 이 까지는 로그인 그룹의 편집 문서 

수와 편집 횟수가 비로그인 그룹에 비해 월등

이 높았으나, 2010년부터는 비로그인 활동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반

면 로그인 그룹의 신규 진입이 편집 문서 수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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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인 그룹의 신규 진입과 ‘활동 편집자’가 문서 

편집에 높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다수의 편집자들은 문서 편집을 1∼

2회 정도 하는 소극 인 참여를 하며 평균 참여

율도 평균 5.6개월이다. 반면에 극소수의 매우 

극 인 편집자들이 10만 건 이상의 편집과 

10년 이상의 참여율을 보이는 0.1%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은 최근 Yun, Lee, 

& Jeong(2019)의 연구에서 밝 진 바와 같이 

소수 편집자들의 향력이 커지고 유지되는 패

턴이 나타난다는 것을 실증 인 데이터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한국 키피디아 리자는 본 연구 

결과 총 22인으로 밝 졌는데, 분쟁 조정, 문서 

삭제, 문서 보호, 수정 되돌리기, 편집자의 제명 

등의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 편집

자들 에 선출되어 활동한다. 리자들의 1인

당 평균 편집 기간은 11년이었고 평균 편집 횟

수도 일반 편집인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들의 다수가 2003년 이후 

창기 편집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이

후에 편집을 시작한 편집자 에 리자가 된 

경우는 한 명이다. 온라인 업 조직도 리자

에 의한 사회  계층구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은 편집인 수에 비해 리자의 수가 많지 

않아 덜 수직 이라고 연구된 바 있으나(Polat 

& Akbiyik, 2019), 본 연구 결과 리자 구성

이 한국 사회의 문화인 연공서열(가입 우선순

)의 계질서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기존 

연구에서 밝 진 바와 같이 새로운 권 유형의 

재형성과 지식권력이 생겨나는 상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 으로 키피디아의 기술  랫폼

은 동일하지만, 내용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생

겨나는 문화  특징들이 각 언어 커뮤니티별로 

오 라인과 동일하게 온라인에서도 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백과사 은 편집

자들이 해당 백과사 의 발간 목 , 편집 방향

의 기 을 정하고 문가 집단으로 편집으로 

이루어졌다면, 키피디아는 기본 인 다섯 원

칙19)을 기반으로 각 언어 커뮤니티별로 규칙

과 조정을 만들어간다. 

한국 키피디아의 경우, 신규 진입자가 꾸

히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이 ‘활동하는 편집

자’로 안착하는 과정이 용이해 보이지 않으며, 

로그인 편집자들의 문서 편집 수가 확연히 

어들고 있는 반면에 극소수의 편집인들의 활동

은 매우 활발하다. 온라인 업 커뮤니티가 시

간이 축 될수록 소수의 편집자들이 다수의 편

집을 하게 된다면, 지식의 주제와 내용은 편향

된 을 가질 수 있는데 한국의 키피디아

도 이러한 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해서는 키피디아 공동편집 참여의 다양성

에 한 다각 인 고려가 필요하다. 키피디아

에 ‘ 심 있는 이들’이 ‘활동하는 편집자’로 환

되어 보다 다각 인 주제와 내용이 증진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활동해 온 편집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함께 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키피디아는 다른 온라인 

업 랫폼에 비하여 리자들의 권한이 높은 

편이므로 편집에 참여하여 방향성을 이끌어 가

는 요한 요소가 된다. 한국 키피디아 역시 

19) 키피디아는 백과사 , 립  시각, 공유 콘텐츠, 다른 사용자의 존 , 엄격한 규칙이 없음이라는 다섯 원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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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

지만 실제로는 리자 그룹이 고착화 되어 있

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편집자들

이 리자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리자 그룹의 개방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기

존 리자 멤버들의 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편향된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은 공동 업 랫폼이 지속 이고 

발 으로 나아가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온라인 업 지식백과인 키피디아는 지식

의 업, 공유, 개방을 목 으로 다수의 자발

인 편집자들이 모여 공동의 목 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Sundin(2011)은 키피디아가 오늘날 

사회에 있어 필요한 정보활용능력 훈련의 장으

로 가치 있다고 하 다. 네트워크 사회는 탈

심  사회이며, 창의 인 다 의 소통과 력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효과 으로 통합해 낼 

때에만 집단지성이 유지될 수 있다. 특히 지식

백과의 역할을 하는 키피디아는 새롭고 다양

한 외부자원의 끊임 없는 공 과 다수가 여

겨보면서 오류를 수정해가는 공동편집시스템

을 지속 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이러한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해서는 구나

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건강한 온라인 조직문화를 만들

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동안 담론 으로 다루어왔던 한

국의 키피디아 연구를 확장하여 18년간의 

키피디아 편집 로그 빅데이터를 해체 분석하여 

실증 인 데이터로 설명하 다. 한국 키피디

어가 보다 건강하고 지속 인 집단지성 업공

동체가 되는데 본 연구가 그 기 가 되기를 희

망한다. 향후 온라인 업 커뮤니티의 보다 깊

은 이해를 해서 키피디아의 토론 역을 

포함한 공동 편집 과정에 한 커뮤니 이션 

분석과 편집 유형, 실제 편집자들의 참여 동기, 

탈퇴자들에 한 질  연구 등의 심층 인 연

구와 더불어 다양한 집단지성 업 공동체에 

한 비교 연구가 지속 으로 보완되기를 희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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