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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통합 서비스 및 관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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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통합시스템 개요

KIS (Knowledge Integrated System) KIS (Knowledge Integrated System) 개요개요

Web서버

데이터베이스

파일서버

PC 공용폴더

수집 Robot
지식 추출

자료수집 단계 지식추출 단계 지식지도 단계 지식활용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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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지도 개념

Knowledge MapKnowledg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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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지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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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지도 개념

Knowledge Map Knowledge Map 생성생성 과정과정

교육
행정

수집된 자료 집합 지식 주제어 추출 지식 지도 생성

공교육
공교육
대안

해외
공교육

공교육
OO

공교육
발전

교육공교육

사교육

중등
교육

교육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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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지도 개념

Knowledge MapKnowledge Map

지식 활용지식 활용수집 자료수집 자료 지식 지도지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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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통합시스템 도입효과

분산된 자료의 통합 관리분산된분산된 자료의자료의 통합통합 관리관리

방대한 지식에 대한 상세한 자동 분류방대한방대한 지식에지식에 대한대한 상세한상세한 자동자동 분류분류

지식들의 관심도 측정지식들의지식들의 관심도관심도 측정측정

사용자의 지식 활용 적극 유도사용자의사용자의 지식지식 활용활용 적극적극 유도유도

사용자의 지식 공유 참여 유도사용자의사용자의 지식지식 공유공유 참여참여 유도유도

One-Click 검색OneOne--Click Click 검색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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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제품 비교비교

4. 검색엔진과 비교

““전산전산 & & 정보정보”” 검색결과검색결과 비교비교

““전산전산””의의 구조구조 하위로하위로 소속된소속된 ““전산정보전산정보””
를를 통해통해 세분화된세분화된 정보의정보의 검색이검색이 가능가능..

문서문서 아이콘을아이콘을 통해통해 문서문서 형태를형태를 쉽게쉽게 분간분간
할할 수수 있다있다. . 또한또한 문서문서 내용에내용에 포함되었을포함되었을
경우에도경우에도 조회가조회가 가능하다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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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식관리시스템과 비교

지식관리시스템지식관리시스템 지식통합시스템지식통합시스템

관리자가 등록관리자가관리자가 등록등록

주제 찾기주제주제 찾기찾기

사용자 질문 등록사용자사용자 질문질문 등록등록

사용자 답변 등록사용자사용자 답변답변 등록등록

지식 자동 추출 기능지식지식 자동자동 추출추출 기능기능

자동분류 (지식지도)자동분류자동분류 ((지식지도지식지도))

질의 응답이 필요 없음질의질의 응답이응답이 필요필요 없음없음

사용자가 등록사용자가사용자가 등록등록

사용자 불편으로 낮음사용자사용자 불편으로불편으로 낮음낮음 지도활용으로 높음지도활용으로지도활용으로 높음높음

지식 분류지식지식 분류분류

지식 활용지식지식 활용활용

지식 등록지식지식 등록등록

참여도참여도참여도



11

6. 활용 방안

연구 자료에 대한 지식 통합연구연구 자료에자료에 대한대한 지식지식 통합통합

행정 업무 자료에 대한 지식 통합행정행정 업무업무 자료에자료에 대한대한 지식지식 통합통합

도서관 문헌에 대한 지식 통합도서관도서관 문헌에문헌에 대한대한 지식지식 통합통합

지식 지도에 분류에 대한 커뮤니티지식지식 지도에지도에 분류에분류에 대한대한 커뮤니티커뮤니티

민원 관리에 대한 이슈 분석민원민원 관리에관리에 대한대한 이슈이슈 분석분석

상품 정보 자동 분류상품상품 정보정보 자동자동 분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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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품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