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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uggests that as receiving feedback is moved back, the effectiveness of problem-solving increases. Utilizing

data from innovation contests in which a number of problem solvers compete with each other, we answer questions such

as whether the order of receiving first feedback affects problem-solving effectiveness and how problem-solving experience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rst feedback order and problem-solving effectiveness. Empirical results based

on data collected from Kaggle, an online platform for innovation contests, showed that the order that contest participants

receive the first feedback increases problem-solving effectiveness. Furthermore, the more prior experience of contest partic-

ipants accentuates the suggested relationship between the order of receiving the first feedback and problem-solving

effectiveness.

Keyword：Feedback Order, Innovation Contests, Problem-Solving Experience

한국경영과학회지
제38권 제1호
2013년 3월, pp.29-44



30 문희진․정예림․박경민

1. 서 론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 행위자들(actors)은 문제

에 직면했을 때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탐색

을 한다[13, 31]. 탐색에 대한 피드백이 만족스럽다

면 행위자들은 탐색을 중지한다. 그렇지 않다면, 행

위자들은 탐색을 계속 한다.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낮은 환경에서 이런 경험 기반의 탐색은 효율적일

수 있다[27]. 그러나 행위자들은 보통 미래가 불확

실하고 변동폭이 큰 경쟁적 환경에서 탐색을 한다

[30]. 실제로 실증 연구들은 제품 시장에서의 기업

들의 탐색[32]부터 혁신 경진대회(innovation con-

tests)에서의 개인과 팀들의 탐색[9]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쟁적 환경에서 행위자들이 탐색한다는 것

을 밝혔다. 따라서 행위자들의 탐색이 실제로 이루

어지는 경쟁적인 환경에서 탐색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는 중요한 연구 주제라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쟁적 환경에서 행위자들이 경험 기반

탐색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순서에 초점을 맞춘다.

피드백은 행위자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3, 34], 문제 해결 유효

성(problem-solving effectiveness)을 증대시킨다

[7, 43]. 그러나 경쟁적 환경에서는 행위자들 간의

탐색 시기가 다를 수 있으며 다른 경쟁자들의 대안

들 때문에 행위자 자신의 대안의 상대적 가치가 변

할 수 있다[22]. 이러한 사실은 경쟁적 환경에서 행

위자들은 자신들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고 자신들

의 대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탐색 전략을 짜기

위해 피드백을 적절한 시기에 받아야 함을 암시한

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행위자들이 피드백을 일

정한 시간 간격으로 받는다고 가정한다[26]. 이 가

정은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회계나 재무성과 피드백

을 받는 환경에서는 적합하지만 다른 경쟁적 환경

에서는 들어맞지 않는 가정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서로 경쟁적으로 탐

색을 하는 기업들이 동일한 간격으로 동일한 시기

에 피드백을 받을까?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 팀들

은 자신들의 기술 탐색에 대해 동일한 간격으로 동

일한 시기에 피드백을 받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가자들

이 서로 경쟁하는 혁신 경진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받는 첫 번째 피드백의 순서가 그들의 문제 해결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논증한다. 먼저, 우리는 탐

색 연구들에 기초하여 초기 탐색이 전반적인 탐색

결과를 결정하며, 이 때문에 초기 -특히 첫 번째-

피드백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둘째, 혁신 경진

대회에서참가자들이 받을 수 있는 피드백인 순위

[8]가 주는 정보의 신뢰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첫 번째 피드백을 받

는 순서가 늦을수록 참가자들의 문제 해결 유효성

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문제 해결 경험이 현재 문제

해결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문제

해결 경험은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력과 부정

적인 영향력 모두 가지고 있으며[6, 38] 이는 현재

문제 해결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

다. 혁신 경진 대회에서 문제 해결 경험이 문제 해

결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7],

문제 해결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혁신 경진 대회

에 참여했던 경험이 현재의 문제 해결 과정 즉, 첫

번째 피드백을 받는 순서와 문제 해결 유효성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대상은 혁신 경진대회를 위

한 온라인 플랫폼인 Kaggle이다[11, 40].1) Kaggle

은 기업이나 여타 조직들이 직면하는 대용량 자

료(big data) 관련 문제들을 수만 명의 잠재적 참

가자들과 연결한다. 하나의 문제당 하나의 경쟁

(competition)이 열리며 잠재적 참가자들은 개인적

으로 혹은 팀을 이루어 경쟁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자신들의 대안들

을 수시로 제출하여 이에 대한 점수와 중간 순위와

같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참가자들은 다

른 경쟁자들이 받는 피드백을 온라인에서 실시간으

로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Kaggle은

1) http://www.kag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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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 적합하다. 본 연구는 49개

경쟁에 참가한 8,529개 팀의 대안 제출 자료에 기

반하여 가설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실증 분석

결과, 첫 번째 피드백을 늦게 받을수록 문제 해결

유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완료된

과거 경쟁에 참가한 경험이 많을수록 첫 번째 피드

백 순서와 문제 해결 유효성 간의 양의 관계가 강

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론적 공헌은 다음과 같다. 기존 피

드백 연구들은 경쟁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근 피드백 연구들은 경쟁자들을 고려하

지 않은 피드백의 특성 -존재 유무[43], 누적 수[7],

빈도[28]-에 국한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행위자들

의 탐색과 피드백을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탐색이 일어나는 공간의 경쟁적 역동성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22] 경쟁적 탐색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공간들 중 하나인 혁신 경진 대회에서의

피드백 타이밍을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행위자들의 효과적인 탐색과 피드백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이해를 제공한다. 둘째, 혁신 경진 대회의

피드백 관련 연구들에 공헌을 한다. 혁신 경진 대

회에 대한 연구들은 대회의 최적설계가 초점인 경

제학연구들이(관련 연구들의 검토는 Boudreau와

동료들의 연구[9]를 참고) 대부분이었다. 최근 경영

학 연구들은 대회에서 문제 해결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인 수준의 변인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

나 대회 참가 경험이 참가자들의 문제 해결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연구가 덜 진행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첫 번째 피드백 순서와 대회 참가 경험

간의 상호 작용을 고려함으로써 대회 참가자들의

효과적인 피드백 전략을 제시하는 데에서 그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관

련 연구들을 검토하고 가설들을 제시한다. 제 3장

에서는 본 연구의 표본, 변수, 그리고 실증 분석 방

법에 대해 설명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제 4장에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방안을 요약한다.

2. 이론 및 가설

2.1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과 피드백 순서

행위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하는 탐색에는 불

확실성이 따른다[34]. 실행 가능성과 잠재력에 따

라 다양한 문제 해결 접근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

에 행위자들은 얼마나 많은 접근법이 있는지, 어떠

한 접근법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접근법

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명확히

알기 힘들 수 있다[9]. 행위자들은 탐색 과정에 내

포된 불확실성을 회피하고자 한다[13]. 이 때문에

행위자들은 기존 대안의 일부만 바꿔 가치의 변화

를 관찰한 후 가치 변화에 따라 동일한 방향의 탐

색을 계속할지 혹은 예전으로 되돌아갈지를 결정한

다[19, 34]. 여기서 가치란 선택된 대안의 품질 혹

은 대안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성과이다. 이처럼 경

험 기반 탐색에서는 가치 변화와 같은 피드백이 중

요하기 때문에[13, 24] 선행 연구들은 피드백이 인

지되는 정도[1]에서부터 피드백 기준[2, 12]과 피드

백의 정확성[24, 43]에 이르기까지 피드백의 특성

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경험 기반 탐색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효율적인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27]. 그러나 많은 경우 행위

자들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경쟁자

들과 동시에 탐색을 하는 경우가 많다[9, 25]. 경쟁

적 환경에서는 잠재적 경쟁자들에 대한 불확실성과

더불어 탐색이 만들어내는 대안들의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22]. 이러한 불확실성

은 문제 해결 과정 동안 경험 기반 탐색을 통해 대

안을 효율적으로 발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17].

더군다나 탐색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시기는 행위

자들마다 다를 수 있다. 이처럼 탐색에 대한 피드

백이 불확실하고 비정기적인 상황에서 행위자들은

어떻게 자신들이 발견한 대안이 만족스러운 것인지

를 판단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제 대안에 대한 평

가를 받아야 할까?[24]

본 연구는 위의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경쟁적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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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이 일어나는 환경들 중 하나인 혁신 경진 대회를

배경으로 첫 번째 피드백을 받는 순서가 문제 해결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첫 번째

피드백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경험 기반 탐색은 경로 의존적 특성을 보인다[27].

이는 경험 기반 탐색은 선행 탐색의 경로 근처에서

발생하는 국지적 탐색(local search)의 특성을 보

이기 때문이다[42]. 따라서 어떤 탐색 단계에서의

결과는 후에 탐색될 대안들뿐만 아니라 탐색에 대

한 자원의 할당과 탐색의 효율성 등에 심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27]. 또한 초기 탐색은 대안의 가

치를 많이 상승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많이 가지지만

뒤로 갈수록 이런 가능성은 낮아진다[23]. 따라서

초기 탐색을 통해 얻는 피드백이 탐색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현재까지의

탐색 과정을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탐색을 시작

하는 것은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42]. 탐색을

하는 도중에 탐색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안

다고 하더라도 탐색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여

러 면에서 행위자의 탐색 비용을 높일 수 밖에 없

다. 따라서 탐색 초기에 올바른 피드백을 받는 것

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쟁적인

환경에서 탐색을 통해 얻은 정보와 지식의 평가는

매우 복잡할 수 있다[29]. 이러한 환경은 행위자로

하여금 탐색 초기 단계를 수정하게 하거나 탐색 과

정 동안의 자신의 위치를 재평가하게 만든다[29].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탐색의 초기로 돌아가

는 것은 큰 비용을 초래한다. 이 때문에 경쟁적 환

경에서는 탐색 초기에 탐색 과정의 효율성을 면밀

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초기 탐색 피드

백이 중요해 질 수 밖에 없다. 본 연구는 초기 탐

색 피드백 중 첫 번째 피드백에 초점을 맞춘다.

2.2 혁신 경진 대회에서의 첫 번째 피드백 순서

기업들은 역량이나 관련 지식의 부족과 같은 여

러 이유들 때문에 자사의 문제들을 외부에 위임하

곤 한다[20, 34]. 인터넷과 다른 커뮤니케이션 기술

들의 발전에 힘입어 기업들은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공개하여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중들이 특정 문

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이것들 중 최고의

해결책이 우승 해결책으로 채택되는 혁신 경진 대

회가 활성화되고 있다[3, 20].

혁신 경진 대회는 어떤 문제에 대한 탐색이 일어

나는 토너먼트로 볼 수 있다[9]. 먼저, 혁신 경진

대회가 열리면 대회 참가자들은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동시에 탐색을 한다[9]. 따라서 문제 해

결은 다양한 궤적을 따라 이루어진다. 둘째, 문제에

는 다양한 해결책들이 있을 수 있다[3]. 따라서 탐

색 궤적 모두가 최고의 해결책으로 귀결되지 않는

다[3]. 어떤 탐색 경로는 최고의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지만 다른 탐색 경로들은 차선의 해결

책에만 머무르게 만들 수 있다. 셋째, 혁신 경진 대

회의 경쟁 구조는 참가자들의 절대적인 성과가 아닌

상대적인 순위에 의해 상금을 받는 형식을 가진다.

가장 높은 순위의 참가자는 거의 모든 상금을 가져

가지만 최하위 참가자는 그렇지 않다. 또한 혁신

경진 대회는 한 참가자의 순위 상승은 다른 참가자

의 순위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제로섬 게임이다. 혁

신 경진 대회의 이런 특징들은 경쟁의 장인 토너먼

트의 전형적인 특징들이다[8].

다양한 탐색 궤적과 가치를 지닌 해결책들의 존

재는 문제 해결을 위한 탐색에 불확실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

대회 참가자들은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

을 것이고 이 때문에 자신들의 탐색에 대한 피드백

이 필요하다. 피드백을 얻기 위해 참가자들은 대회

기간 동안 대안들을 제출하여 대안들에 대한 점수

나 중간 순위와 같은 피드백을 얻는다[7, 43]. 따라

서 혁신 경진 대회에서는 상대적 성과인 순위가 중

요한 피드백이 될 수 밖에 없다.

대회 참가자가 자신의 첫 번째 대안을 제출할 때

생길 수 있는 양 극단의 상황을 고려해보자. 하나

는 자신이 제일 먼저 대안을 제출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제일 늦게 대안을 제출한 경우이다. 제일



경쟁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피드백 순서와 문제 해결 경험 1 33

먼저 첫 번째 대안을 제출했을 경우 받는 순위는

부정확한 대안 평가일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대안이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얼마나 좋은지, 혹은

얼마나 뒤떨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렇게 피드백의 신뢰성이 낮은 경우 피드백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다[24]. 하나는 우월한 대안

을 버리는 제1종 오류이며, 다른 하나는 열등한 대

안을 채택하는 제2종 오류이다. 어떤 오류든지 간

에 초기 피드백의 신뢰성이 낮은 경우 대회 참가자

는 잘못된 방향으로 탐색을 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는 결국 참가자의 문제 해결 유효성을 낮

출 수 밖에 없다.

참가자들은 첫 번째 대안 제출 이후 여러 번의

대안 제출을 통해 초기 피드백의 낮은 신뢰성을 보

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들 때문에 보완의 정도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탐색의 경로 의존성

과 처음 탐색 위치로 돌아가는 데에 드는 비용 때

문에 보완의 정도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다. 둘째,

역량의 함정(competency trap) 때문에 현재 대안

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대안을 확보하는 것은 쉬

운 일이 아니다[17]. 새로운 대안의 잠재력을 끌어

내기 위해서는 많은 실행과 실험이 필요하다. 그

결과 새로운 대안의 초기 가치는 기존 대안들보다

낮으며 가치의 변동폭은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결

국 참가자들은 정보가 충분하게 쌓여 익숙해진 기

존 대안을 계속 유지 및 발전시켜 나갈 것이기 때

문에 초기 피드백의 오류를 많이 수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의 인지적 탐색과 경

험 기반 탐색의 상호작용 때문에 급격한 대안 수정

이 힘들 수 있다. Gavetti and Levinthal(2000)에

의하면 탐색은 인지적 탐색과 경험 기반 탐색의 결

합체이다[19]. 인지적 탐색은 문제 해결의 장(land-

scape)의 축약된 묘사(representation)로 볼 수 있다.

성과 향상을 위해 기존 대안 탐색을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탐색하려고 하는 행위자들은 묘사를 변화시

킬 수 있지만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묘사는 행위자

들로 하여금 여태까지 쌓인 경험적 지혜를 무시하게

만들 수 있으며[19] 이는 문제 해결 유효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탐색과 피

드백에 의해 생성된 대안의 경로를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대안을 탐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제일 늦게 첫 번째 대안을 제출한 경우를 고려해

보자. 이 경우 대회에 참가하는 경쟁자들이 모두 파

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시간 순위가 점차 안정화

되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대안을 늦게 제출한 참

가자는 자신의 위치를 어느 정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8] 피드백의 오류는 상대적으로 적

다고 말할 수 있다. 위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첫 번

째 피드백을 빨리 받을수록 발생 가능한 피드백의

오류와 오류 수정의 어려움 때문에 문제 해결 유효

성이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첫 번째 대안을 늦게

제출할수록 낮은 오류를 지닌 피드백을 얻을 수 있

기 때문에 문제 해결 유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

비록 위의 논지는 혁신 경진 대회에 국한되어 전

개되었지만, 다양한 의사 결정 환경에서 피드백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을 보았을 때[28], 피드백

순서가 일반적인 의사 결정 상황 -특히, 경쟁자들

이 있는 상황-에서도 중요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논지는 실물 옵션 추론(real op-

tions reasoning)의 것과 비슷하다. 실물 옵션 추

론에 따르면[10], 조직의 의사 결정자는 옵션 즉,

대안을 바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는 옵션을 둘

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옵션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없고 제

대로 실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의사 결정자는

옵션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낮아졌다는 신호를 포착

한 후에야 옵션을 행사해야 한다. 옵션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옵션을 행사하면 옵션이 지

닌 리스크가 커져 옵션의 가치를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된다. 종합하면, 일반적인 의사 결정 상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안의 피드백을 빨리 받는 것

은 대안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보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대안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방법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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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힘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가설 1 : 대회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첫

번째 피드백을 받는 순서가 늦을수록 참

가자의 문제 해결 유효성은 높아진다.

2.3 문제 해결 경험

지금까지의 논의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

안의 경험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경험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누적된다[4]. 혁신 경진 대회

에서의 누적된 경험은 과거에 해결했던 문제들의

수이다[7]. 학자들은 누적된 경험이 문제 해결 유효

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환경에서 탐구해왔

다[7]. 그러나 우리는 문제 해결 경험이 현재의 문

제 해결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리 자세히

알지 못한다. 누적된 경험은 지식의 더 많은 잠재

적 조합들의 탐색을 가능케 하여[38] 현재의 문재

해결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

로 과거의 경험이 창조적인 사고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6] 현재의 문제 해결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듯 문제 해결 경험은 현재의 문제

해결 과정에 다양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

에 문제 해결 경험이 현재의 문제 해결 과정 즉,

첫 번째 피드백 순서와 문제 해결 유효성 간의 관

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혁신 경진 대회에서 피드백이 중요한 이유는 참

가자가 자신의 해결책이 다른 경쟁자들의 것들에

비해 얼마나 우수한지를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

다. 더 자세히 말하면, 현재 문제에 대한 참가자의

이해의 정도와 채택한 문제 해결 전략에 잠재되어

있는 비용과 가능성을 잘 설명해주기 때문에 피드

백이 중요하다. 만약 참가자들이 현재의 문제에 대

한 사전적인 지식 및 정보를 가지고 참가한다면 경

쟁자들보다 문제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문제 해결

전략과 잠재적인 산출물 간의 관계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이 높을 것이다. 이는 현재 피드백의 신뢰성

을 보완할 것이며 따라서 첫 번째 피드백의 순서와

문제 해결 유효성 간의 양의 관계는 강화될 것이

다. 먼저 과거 문제 해결에 참여했던 경험들에 의

해 생긴 인지적 틀(framework)이 현재의 문제 해

결을 위한 사전적인 정보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논증한다.

March and Simon(1993)은 행위자들은 어떤 결

정을 할 때 자신들의 인지적 기반을 이용한다고 주

장하였다[30]. 혁신 경진 대회에서 행위자들이 문

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인지적 기반은 문제 해결

인지적 틀이라고 말할 수 있다[3]. 문제 해결 인지

적 틀은 행위자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렌즈로써 문

제와 관련된 사실들, 믿음들, 혹은 가정들이라고 말

할 수 있다[14, 21, 41]. 이러한 인지적 렌즈를 통

해 행위자들은 불확실하고 복잡한 환경을 단순화하

여 문제의 중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

한 문제 해결에서 잠재적 대안들을 실질적 대안으

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19]. 이를 위해 행위자

들은 잠재적 대안들의 결과들을 인지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31] 그 중 높은 가치의 대안들을

빨리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19]. 따라서 행위자들

이 잠재적 대안들에 내재된 비용과 가능성을 정확

하게 그리고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인지적 틀을 튼

튼하게 만든다면[41] 높은 가치의 대안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34].

문제 해결 인지적 틀은 행위자들의 경험과 같은

과거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21, 41]. 비슷한 환

경에서의 경험은 비슷한 문제에 대한 조직화된 지

식으로[18, p.149] 지식 구조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

[41]. 따라서 비슷한 문제를 해결해왔던 경험이 많

은 행위자들은 튼튼한 지식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과거 문제 해결 과정에서 했던 탐색과 이에

대한 피드백들은 행위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

결 전략의 잠재 비용과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에 도

움을 준다[19, 41]. 따라서 문제 해결에 참여했던

경험이 많을수록 행위자들이 현재 문제 해결에서

사용할 문제 해결 인지적 틀이 보다 효율적으로 개

선이 될 것이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첫 번째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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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순서와 문제 해결 유효성 간의 양의 관계를 강

화할 것이다.

가설 2 : 대회 참가자의 문제 해결 경험이 많을수

록 첫 번째 피드백을 받는 순서와 문제

해결 유효성 간의 양의 관계가 강화된다.

3. 방법론

3.1 자료 및 표본

혁신 경진대회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인 Kaggle

은 기업이나 여타 조직들의 대용량 자료와 관련된

문제를 수만 명의 잠재적 참가자들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문제를 의뢰한 측은

혁신적인 해결책을 얻을 수 있고 참가자들은 상금

이나 기타 혜택에 도전할 수 있으며 Kaggle은 중

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하나의 문제가 Kaggle

에 의뢰되면 Kaggle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장인

경쟁을 개최한다. 경쟁은 한정된 기간 동안 치러지

며 이 기간은 경쟁마다 다르다. 경쟁에서 우승 해

결책으로 채택될 경우 상금이나 여러 혜택(기업 입

사 등등)을 받을 수 있다. 상금이나 혜택 그리고 채

택되는 우승 해결책의 수는 경쟁마다 다르다.

경쟁 기간 동안 해당 문제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경쟁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온라인에서 받을 수 있다. 참가자들은 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만들기 시작한

다. Kaggle의 경쟁에서 참가자들의 문재 해결 과

정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보다

나은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

출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는 단계

이고 두 번째는 제출된 대안들 중 최종 해결 방안

을 선택하는 것이다. Kaggle이 실시간으로 피드백

을 주는 단계를 따로 마련한 이유는 참가자들이 대

안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능한 많이 끌어올릴 수 있

도록 해주기 위함이다.2) 실제로 참가자들의 대안

제출 수를 보면 Kaggle의 이러한 의도에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참가자들이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 단순히 최종 해결책의 후보 군으로

대안을 제출한다면 대안 제출 수는 적어야 한다.

왜냐하면 피드백이 없는 많은 대안 제출은 문제 해

결 유효성을 높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

1>에서 대안 제출 수를 보면 평균 4.057와 편차

4.665의 수치를 가진다(최대값 : 76). 이는 참가자

들이 대안을 최종 해결책의 후보 군으로 올리기 보

다는 Kaggle의 의도대로 피드백을 얻기 위해 올린

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

한 Kaggle처럼 대안을 제출하자마자 피드백을 주

는 시스템을 채용한 혁신 경진 대회에 대한 연구들

[예 : 7, 43] 또한 대안 제출을 피드백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 보고 있으며 Kaggle에서 피드백의 존재

가 최종 해결책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5]. 따라서 Kaggle에서 참가자들의 대안 제출은

자신들의 문제 해결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드백

을 얻고자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참가자들이 제출하는 대안에 대한 피드백은 각

경쟁마다 사용되는 평가 공식에 의해 온라인에 공

개된 자료의 일부인 공개 자료(public data)를 얼

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점수로 알려주는 것이다. 공

개 자료를 제외한 비공개 자료(private data)는 최

종 제출된 해결책을 평가하는 데에 사용된다. 이처

럼 공개 자료와 비공개 자료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참가자들이 온라인에 공개된 전체 자료에

과적합(overfitting)하는 것을 막아 일반화를 확보

하기 위함이다. 참가자들은 온라인에 공개된 대용

량 자료 중 어떤 부분이 공개 자료이고 어떤 부분

이 비공개 자료인지 알 수 없다. 물론 공개 자료와

비공개 자료를 나누지 않고 온라인에 공개된 자료

는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만 사용되고 최종 해

결책을 평가하는 데엔 다른 자료가 사용되는 경쟁

2) “Real-time feedback is given on a live leaderboard,

so when somebody makes a breakthrough, others re-

vise their own algorithms to outdo the leader’s per-

formance. This leapfrogging continues until partici-

pants reach the full extent of what is possible.”

(kaggle.com/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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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간혹 있다. Kaggle은 참가자들이 제시한 대안

들의 점수와 이를 반영한 실시간 중간 순위가 공개

되는 온라인 공개 점수판을 제공한다. 공개 점수판

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들과 경쟁자들 간의 문제

해결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

경쟁이 종료되면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여태까지

제출하였던 대안들 중 최종 해결책으로 제시할 것

들을 최대 5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참가자들

이 여러 이유들 때문에 선택하지 않으면 Kaggle의

온라인 시스템이 임의적으로 여태까지 제시되었던

대안들 중 최근 5개를 최종 해결책으로 선택한다.

이렇게 제시된 최종 해결책들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비공개 자료 혹은 최종 해결책을 위해 따로 마련된

자료를 통해 평가된다.

2012년 10월 말 기준으로 Kaggle에서 완료된

경쟁의 수는 총 53개이다. 이 중 첫 3개의 경쟁은

참가자들이 제출한 대안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다(다른경쟁 참가자들이

제외된 3개의 경쟁에 참가하였는지는 알 수 있음).

또한 한 개의 경쟁은 너무 많은 결측치를 가지고

있기에(회원 탈퇴 등의 이유) 제외하였다. 우리는

49개의 경쟁에서 참가자들이 제시한 모든 대안들

의 제출 시간, 제출 순서, 점수를 확보하였다. 참가

팀의 수는 8,529개였다.

3.2 종속 변수 및 추정 방법

본 연구의 종속 변수는 문제 해결 유효성이다.

만약 모든 경쟁에서 사용되는 점수 측정 공식이 동

일하다면 최종 해결책의 점수를 문제 해결 유효성

으로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Kaggle에서는 각 경

쟁마다 사용되는 점수 측정 공식이 다르다. 이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최종 순위를 문제 해결 유효성

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종 순위를 통해 백분위 점수(per-

centile rank)를 종속변수로 만들었다. 전체 참가자

가 40명인 경쟁과 전체 참가자가 200명인 경쟁은 여

러 측면에서 다르다. 39명의 경쟁자를 가진 대회의

참가자와 199명의 경쟁자를 가진 대회의 경쟁적 양

상과 참가자가 사용하는 탐색 전략은 전혀 다를 것

이기에 전자에서의 1위와 후자에서의 1위가 동일한

문제 해결 유효성을 달성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따

라서 전체 참가자들의 수를 고려하여 문제 해결 유

효성을 측정해야만 상대적인 문제 해결 유효성을 측

정할 수 있다. 우선 최종 순위를 정반대로 뒤바꾸었

다. 참가자가 40명인 경쟁에서 최하위가 38위(공동

순위가 있는 경우)라면 1위는 38로, 2위는 37로, 38

위는 1로 바꾸었다. 다음 이 값을 가지고 뒤바뀐 순

위를 최하위 등수로 나누었다. 이 변수는 1위는 1을

문제 해결 유효성 값으로 가지며 최하위는 0보다는

큰 제일 작은 값을 가진다.

백분위 점수는 0에서 1사이의 제한된 연속 값을

가진다. 이 경우 OLS로 추정하거나 선형 함수를 이

용하여 log-odds ratio를 모형화하는 것은 여러 문

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다[35]. 이 경우 logit quasi-

maximum likelihood estimator(logit QMLE)를

사용해야 한다[35]. logit QMLE를 이용하여 본 연

구 모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Epercentile rankX 
  ⋯  (1)

⋅은 로지스틱 함수이며 k-1은 종속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의 수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와 같이 0과 1사이의 제한된

연속 값을 가지는 변수의 경우 two-part model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36]. 해당 변수의 양극단(0과

1)에 혹은 그 중 하나에 많은 관측치가 몰려있고,

양극단을 선택하게 만드는 원인에 대한 이론적 모

델(binary choice model)과 0과 1을 제외한 부분

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fractional model)이 존

재할 경우 two-part model을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Ramalho and Silva의 연구(2009)에서 종속

변수는 부채(debt) 비율로서 다음과 같은 값을 가

진다([37] : [0, 1). 저자들은 기업들이 부채 발행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모형과 부채 비중을 설

명하는 이론적 모형이 다르다는 것을 제시한 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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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의 발행을 선택하는 모델과 부채를 발행한 하위

표본에서 부채의 비중을 설명하는 모델을 분리하여

two-part model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 two-part model을 적용하기 위해서

는 다음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본 연구의

종속 변수인 문제 해결 유효성은 (0, 1]을 가지기

때문에 상당한 수의 관측치들이 1의 값을 가져야

한다. 둘째, 문제 해결 유효성 1을 달성하게 만드

는, 다르게 말해경쟁에서 1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론 모델과 1위를 제외한 문제 해결 유효성을 설

명해주는 이론 모델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

해결 유효성에서 1의 값을 가지는 관측치는 50개

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관측치(8529개)를 고려했을

때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1위 달성을

설명하는 이론 모델과 그 외의 등수에 대한 이론적

모델이 따로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 모형에는 one-part model

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동일한 모델들을 OLS로 추정하였지

만 결과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선행 연구들[20]이

사용했던 우승 유무를 종속 변수로 삼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모델들을 추정하였지만 결과는

동일하였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피드백 순서는

내생 변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augmented re-

gression test를 통해 OLS의 일관성(consisten-

cy)의 기각 유무를 살펴보았지만[15] 유의수준 5%

에서 OLS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귀무 가설을

기각하지 못했다. 따라서 도구변수를 분석 모형들

에 포함하지 않았다.

3.3 독립 변수

앞서 언급하였듯이, 참가자들이 제출하는 대안들

은 피드백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피드백을 받은 순서를 측정하기 위해 경쟁

기간 동안 모든 참가자들이 제출한 첫 번째 대안들

을 제출한 날짜 기준으로 정렬을 하였다. 그 후 각각

의 대안에 순차적으로 숫자를 부여하였다. 그런데

각 경쟁마다 총 참가자의 수가 다르다. 따라서 동일

한 순서로 첫 번째 피드백을 받았을지라도 총 참가

자의 수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것이다. 이 때문에

첫 번째 대안의 순서를 경쟁의 총 참가자 수로 나눈

값을 첫 번째 피드백을 받은 순서로 보았다. 이 방법

외에도 첫 번째 피드백을 받은 시기와 경쟁이 시작

한 시기의 차를 피드백을 받은 순서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8월 1일 오전 9시에 시작한 경쟁

에서 A 참가자는 첫 번째 피드백을 8월 2일 오후 9

시에 받고 B 참가자는 동일한 날의 오후 12시에 받

았다면, 시간 기준으로 A 참가자의 첫 번째 피드백

을 받은 시기는 36이고 B는 39가 된다. 이 방법으로

측정된 값을 첫 번째 피드백을 받은 순서로 삼아도

가설 검증 결과에 큰 차이가 없었기에 전자의 방법

을 통해 만들어진 변수를 사용하였다.

문제 해결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현재경쟁이 시

작하기 전에 완료된 경쟁들 중 참가 팀 구성원들이

각각 참가한 경쟁의 수를 합하였다. 완료된 경쟁만

고려한 이유는 경쟁이 끝나지 않은 경우 해당 경쟁

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완전히 쌓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팀 구성원 중 두 명이

동일한 경쟁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면 참여한 경쟁

의 수를 두 개로 간주하였다. 이는 동일한 경쟁에

참여하였더라도 각자가 얻는 경험은 다를 수 있다

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팀 구성원들

이 참가한 경쟁의 수를 팀원 수로 나눈 값도 분석

에 사용하였으나 결과에 큰 차이가 없었다.

3.4 통제 변수

과거 연구들이 밝혔듯이 상금 규모, 문제의 종류,

참가자 수와 같은 경쟁의 특징들이 문제 해결 유효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각

경쟁의 상금 규모, 부가적인 혜택 유무, 그리고 총

참가팀의 수를 분석 모형에 포함시켰다. 상금의 단

위는 USD이다. 혜택에는 단순히 기념품을 주는 것

에서부터 해당 경쟁을 의뢰한 기업에 입사하는 것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있다. 모든 혜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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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 변수를 만들어 분석 모델에 포함시키는 것에

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혜택의 유무에 대해서만 더

미 변수를 만들었다.

Kaggle의 참가 팀의 인원수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따라서 여러 참가자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경쟁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다. Taylor and Greve

(2006)는 팀원 수가 증가하면 다양한 지식, 인지적

전략, 그리고 직업 경력 등이 결합되어 팀 활동 결

과물의 질이 크게 변동한다고 주장하였다[39]. 혁

신 경쟁 대회에서도 팀원의 수가 증가할수록 문제

해결 유효성의 변동폭 또한 증가할 수 있기에 팀원

수를 통제 변수로 분석 모델에 포함하였다.

하나의 경쟁에 오랫동안 참여할 경우 많은 학습

의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유효성이

증가할 수 있다[7]. 이를 통제하기 위해 문제 해결

기간을 분석 모델에 포함하였다. 여기서 문제 해결

기간은 참가자의 첫 번째 대안을 제출한 날과 마지막

대안을 제출한 날 간의 차이이며 시간 단위이다.

처음 낸 대안의 점수가 높다면 참가자가 문제에

올바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참가자의 문제 해결 유효성은 높아질 가능성이

클 것이다. 위에서도 밝혔듯이 각 경쟁마다 대안을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기에 첫 번째 대안의 점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각 경쟁마다

첫 번째 대안의 점수를 평균 0과 표준 편차 1을 가

지도록 표준화하여 분석 모형에 포함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였듯이 피드백을 받는 수

가 많을수록 문제 해결 유효성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7, 43]. 이를 통제하기 위해 참가자들의 낸 모

든 대안들의 수를 합산하였다.

4. 분석 결과

<표 1>은 모든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을 보여준

다. 몇 개의 변수들 간에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변수들의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검증하였다. 모든 VIF 값들이 10 이하의

값을 가졌으며 최대 VIF가 2.35이였기 때문에 다

중공선성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힘들다[33].

<표 2>는 가설 검증 결과를 보여주는 표이다. 모

델 1은 통제 변수들만을 포함하는 기초 모델이며 나

머지 모델들은 가설 순서대로 모델 1에 순차적으로

독립변수들을 추가한 것들이다. 모델 1에서 모든 통

제 변수들은 기존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

다. 또한 본 연구의 예측과 동일하게 첫 번째 대안의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 해결 유효성이 높았다.

모델 2는 첫 번째 피드백을 늦게 받을수록 문제

해결 유효성이 증가한다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모델 2를 추정한 결과 1% 유의 수준에서 첫

번째 피드백 순서의 양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따라서 가설 1은 강력히 지지된다고볼수 있다.

모델 3은 조절 변수인 참가한 경쟁의 수만 모델

2에 추가한 것이다. 기존 경험 연구들이 검증해왔

던 것처럼 참가한 경쟁의 수는 문제 해결 유효성을

증가시키며 이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4의 경우 모델 3에 첫 번째 피드백 순서와

참가한 경쟁의 수의 상호 작용 변수를 추가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5% 유의 수준에서 양의 관계가 나

타났다. 이 결과는 누적된 문제 해결 경험은 문제

해결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는 첫 번째 피드백 순서와 문제 해결 유

효성 간의 선형 관계만을 고려한다. 그러나 경쟁에

참가하는 경쟁자들의 수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

하면 피드백이 주는 정보의 신뢰성의 변동이 적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피드백 순서와 문제

해결 유효성 간의 양의 관계가 점차 약해지는 비선

형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 피드백 순서를 제곱한 변수를 모델 2에 포함

하여 추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곱 변수는 음

의 계수 값(-0.047)을 가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p > 0.1). 이 결과는 첫 번째 피드백

순서와 문제 해결 유효성 간의 비선형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본 연구의 실증 분석 환경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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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경쟁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자

들의 탐색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의 중요성을 인지

하고 행위자들이 탐색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순서

와 문제 해결 유효성 간의 관계를 논증한다. 더 나

아가 다양한 행위자들이 최고의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혁신 경진 대회를 배경으로 첫

번째 피드백을 받는 순서가 문제 해결 유효성에 영

향을 미치며 문제 해결 경험이 이를 조절한다는 것

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온라인 혁신 경진 대회

플랫폼인 Kaggle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첫

번째 피드백을 받는 순서와 문제 해결 유효성 간에

는 양의 관계가 있으며 과거 대회 참여 경험이 많

을수록 이 관계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기반 탐색 연구들은 행위자들의 대안과 관

련된 피드백을 중요시해왔다[24]. 또한 일반적인 의

사 결정 상황에서의 피드백의 효과에 대해 많은 연

구들이 있어왔다[28]. 하지만 이 연구들은 피드백의

순서에 그리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는 이

연구들이 혁신 경진 대회와 같은 경쟁적 환경과 관

련된 정보의 신뢰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까지의 연구들을 보면

피드백의 유무[43], 피드백의 누적 수[7], 피드백의

빈도[28] 등과 같이 경쟁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피드백의 특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본 연구는

경쟁자 대비 피드백 순서에 따른 문제 해결 유효성

의 변화를 논증 및 실증 분석함으로써 선행 연구들

이 가지고 있는 공백을 메우는 데에 공헌을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은 본 연구는 대안

제출과 이에 대한 피드백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가

정한다는 것이다. 이 가정을 바탕으로 대안 제출과

이에 대한 피드백이 동시에 발생하는 환경을 대상

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이 지적

하였듯이 많은 행위들은 즉각적인 혹은 직접적인

피드백을 얻지 못할 수 있다[16]. 이는 대안 제출과

피드백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존재하는 환경도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안 제출과 이에 대한

피드백 사이의 시간적 차이가 행위자의 문제 해결

유효성 혹은 탐색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시간적 공백 동안의 정보

부족은 그 사이의 탐색 행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탐색 효율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실물 옵션

추론에서 주장하는 것[10]을 대입하면 대안을 제출

했던 시기보다 더 이후의 피드백은 낮은 불확실성

을 가진 정보를 가져다주어 탐색 행위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반된 가능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회 참가 경험과 첫 번째 피드백 순

서와의 상호 작용을 고려함으로써 혁신 경진 대회

의 피드백 관련 연구들에 공헌을 한다. 대회의 최적

설계에 관심을 기울이던 경제학 연구들에 반해 최

근 경영학 연구들은 참가자들의 문제 해결 유효성

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참

가자들의 피드백 전략과 대회 참가 경험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진행된 상태

이다. 문제 해결 경험과 관련된 연구들이 암시하듯

이 문제 해결 경험은 현재 문제 해결 과정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본 연구는 과거 대회 참

가 경험의 조절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더욱 효과적

인 피드백 전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대회 참가 경험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대회 참가 경험이 개인의 문제 해

결 유효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7]

대회 참가 경험이 많은 개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대

회의 전반적인 문제 해결 성과는 어떻게 될까? 경

험이 쌓일수록 대회 관련 지식은 많아질 수 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참가자가 많다는 것은 참신한

생각을 가진 대회 참가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

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대회에서 혁신적인 문제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20]. 더 나아

가 실시간 문제 해결 순위를 하나의 장으로 보고

과거 대회 참가 경험이 있는 참가자들의 분포의 형

태와 정도가 대회의 전반적인 문제 해결 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 대회 참가 경험이 있는 참가자들이 상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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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진한 경우와 전반적으로 분포된 경우 대회 참가

자들의 전반적인 성과 분포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후속 연구들은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실증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피드백

이 주는 정보의 신뢰성이 변하는 이유들 중 하나는

경쟁자들의 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

다. 대회 참가자가 충분히 많은 경쟁자들이 진입한

상태라고 예상을 할지라도 대회 참가자 수에 제한

이 없다면 향후 더 많은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다.

다르게 말해서 만약 대회 참가자 수에 제한이 있다

면 대회 참가자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이 낮아지고

피드백이 주는 정보의 신뢰성이 올라갈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 경제학 연구들에서 주장

된 바와 일맥상통한다. 혁신 경진 대회 관련 경제

학 연구들은 최적의 혁신 경진 대회를 위해서는 경

쟁자의 수에 제약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9]. 또

한 참가자 수가 제한된 혁신 경진 대회를 개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이미 존재한다[9]. 따라서 대회 참

가자들의 전반적인 문제 해결 유효성을 높이기 위

해선 대회 참가자의 수에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하는

것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과거 문제 해결

경험이 현재의 문제 해결 과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범주의 문제들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참가자들의 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혁신 경진 대회의 전반적인 문제

해결의 정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혁신 경진 대회 플랫폼 관계자들은 플랫폼 내에 있

는 잠재적 대회 참가자들의 과거 문제 해결 경험을

참고하여 새로운 경진 대회가 열렸을 때 비슷한 유

형의 경진 대회에 참가했던 잠재적 참가자들의 참

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Jeppesen and Lakhani(2010)이 밝혔듯이 의외성

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대회 참가자들 또한 혁신 경

진 대회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0] 참여 독려를 받는 잠재적 대회 참가자들의 수

에는 제한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주제들 외에도 본 연구의 한계점

들 역시 후속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모든 혁신 경진 대회가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는다.

최근 연구들은 Kaggle, Logomyway, 99Designs,

CrowdSpring과 같이 실시간 피드백을 주는 혁신

경진 대회를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Inno

Centive와 같이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는 혁신 경

진 대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20]. 따라서 본 연구

의 결과가 모든 혁신 경진 대회에 적용될 수 있다

고 말할 수 없다. 향후 연구들은 피드백을 제공하

지 않는 혁신 경진 대회에서 대회 참가자들의 문제

해결 유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고

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대회 참가자들

이 문제 해결에 시간과 같은 자원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였는지를 고려하지 못했다. 문제 해결 기간

을 분석 모형에 포함하였지만 이는 참가자들의 자

원 투자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비록 본 연구

의 초점이 대안 제출에 대한 피드백의 순서이지만

대회 참가자들의 자원 투자 역시 문제 해결 유효성

에 유효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후속 연구들은 이

를 분석 모형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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