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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지식지도는 상호참조적 네비게이션 방식의 지식 탐색, 즉 내용적 연관성을 갖는 연관지식에 대한 교차적이고 순차적

인 검색 및 조회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계층형 및 네트워크형 지식지도 중 어떤 유형의 지식지도가 문제

풀이에 필요한 지식 탐색을 지원하는 데에 우월한 성능을 나타내는가를 사용자 관점에서 규명하는 테스트를 수행한다.
테스트 결과, 정답률을 이용하여 파악한 효과성과 문제 풀이 완료시간 및 참고 문서 수를 이용하여 파악한 효율성 모두

네트워크형 지식지도가 우월한 성능을 보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규명한 네트워크형 지식지도를 이용한 지식 검색 

및 조회 방식의 우월성은 보다 사용자 친화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서비스 개발에 응용될 수 있다.

주제어: 계층형 지식지도, 네트워크형 지식지도, 연관지식, 상호참조적 네비게이션,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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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하우 또는 절차를 설명하는 

지식은 단독으로 활용되기보다 내용면에서 관련된 하

나 이상의 또 다른 지식과 결합되어 적용된다. 이른바 

지식 간 ‘상호참조적 네비게이션 (Referential navigation)’

은 내용적인 면에서 관련된 다수의 지식을 번갈아 반복

적으로 참조하는 사용자의 지식 탐색 패턴을 일컫는 

용어로,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연상(Association)

에 의해 연쇄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을 말한다 (유기동, 

2012a). 즉, 지식을 저장 및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은, 내

용적인 면에서 상호 관련된 지식을 상호참조적 네비게

이션 방식으로 검색 및 추출하는 사용자의 지식 탐색 

작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Lin & Hsueh, 

2006).

지식지도(Knowledge Map)는 기업 및 조직이 보유한 

지식의 현황을 총괄하는 도식(Diagram)임과 동시에, 

EDMS(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 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또는 GW(GroupWare)

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할 수 있는 ECM(Enterprise 

Contents Management) 시스템 등과 같이 지식을 저장 

및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의 분류체계(Taxonomy)이자 

카테고리(Category) 구조, 즉 정보아키텍처(Information 

Architecture)의 역할을 한다 (Toms, 2002; Cunliffe et al., 

2002; Jacob & Loehrlein, 2009; Hjørland, 2019). 따라서 

지식지도는, 보유한 지식의 현황을 단편적으로 정리하

여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관련된 지식 간 

관계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O'Donnell et al., 2002; Zhu et al., 2018). 

이는, 지식지도가 포함 및 표현하는 정보가 지식 테이블

(Table)에 반영되므로,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되

는 지식의 형식과 내용이 지식지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지식지도의 유형에 따라 정보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지식을 제공하는 방식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개발된 지식지도의 유형은 계층형(Hierarchical)

과 네트워크형(Networked)으로 구분될 수 있다 (Lin & 

Yu, 2009; Rao et al., 2012). 계층형 지식지도는 기존의 

정보시스템 대부분이 채택한 방식으로, 저장된 지식을 

특정 주제에 맞춰 분류 및 표현하므로 보유한 지식의 

전체 현황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를 돕는다. 그러나 저장

된 지식 간 관계, 즉 내용 면에 있어서의 상호 연관성을 

표현하지 못하므로, 특정 지식과 내용적 연관성을 갖는 

또 다른 지식을 검색하기 위해 검색어의 반복적 입력이 

필요하다. 반면 네트워크형 지식지도는 SOM(Self-Organizing 

Map)의 출현과 함께 중요성이 부각된 방식으로, 특정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성을 갖는 지식 간의 링크(Link)를 

형성하므로 보유한 지식 간 관계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

를 돕는다. 그러나 고려하는 지식의 개수가 늘어날 경우 

지식 간 연결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표현되므로, 보유한 

지식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각 유형

의 지식지도는 나름의 장단점을 갖고 적용 목적과 기능

에 따라 상호보완적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식 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존 웹사이트 또는 정보시스템의 대부분

은 구조와 기능이 익숙한 계층형 지식지도 기반의 지식 

저장소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사용자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검색 및 조회하는 작업에는 

어떠한 유형의 지식지도가 더욱 적합한가에 대한 규명을 

통해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지식지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계층형 및 네트워크형 지식지도의 성능

을 사용자 관점에서 비교하여, 어떤 유형의 지식지도

가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검색 및 조회하는 데에 

우월한 성능을 나타내는가를 검증한다. 즉, 특정 주제

의 문제를 해당 분야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사용자

에게 풀이하도록 하되, 문제 풀이에 필요한 지식을 계

층형 및 네트워크형 지식지도 형식으로 제공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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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문제 풀이 완료시간, 참고 문서 수 등을 측정 및 

비교하는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한다. 본 연구는 지식

을 조회 및 선택하는 사용자의 실제 작업 패턴을 반영

한 사용자 친화적 지식서비스 방식을 제안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2. 관련 연구

2.1. 계층형 지식지도

기존의 지식지도는 관리하는 지식 현황에 대한 이

해의 용이성 측면에서 유리한 계층형 구조를 갖는 것

이 일반적이다. 이는 KMS의 모체에 해당하는 EDMS

가 문서를 계층적으로 분류했으므로 자연스럽게 지식

을 관리하는 KMS 또한 지식이 담긴 문서를 계층적으

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Lambiotte et al.(1989)은 학습자

의 지식 매핑(Mapping)을 위해 노드(지식)와 링크(관

계)를 정의하고 계층형, 체인형, 클러스터형의 지식 

프로토타입 구조를 제시하였다. Lin & Hsueh(2006)은 

Hierarchical clustering과 K-Means Clustering을 결합하

여 지식을 계층적으로 분류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

악하는 지식지도 관리시스템을 제시하였다. Lai et 

al.(2009)은 계층형 구조를 갖는 지식지도를 이용하여 

지식지도의 구조(Fit/Structure)가 KMS의 성공에 영향

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그러나 관리하는 지식을 단순히 계층적으로 정리 

및 분류하는 수단으로 지식지도를 사용하는 것은 지

식의 본질적 특성, 즉 다른 지식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존의 계층형 지식지도

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O'Donnell et 

al.(2002)은 지식지도가 학습자의 인지부하(Cognitive 

load)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학습하려는 정보의 

구조를 반영하는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

다. Chua & Lam(2005)은 지식 간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지식 분류체계를 강조하며, 기존의 계층형 지식

지도는 이러한 지식 간 연관관계를 표현할 수 없으므

로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Lin & Yu(2009)는 기

존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계층형 지식지도의 문제, 

즉 지식이 원천적으로 갖는 의미 및 정보를 표현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2.2. 네트워크형 지식지도

지식지도가 표현하는 지식 간 관계는, 단순한 내용적 

포함 관계뿐만 아니라, 내용적 영향, 인과, 유사 등의 

관계를 포괄한다. 즉, 계층형 지식지도는 상위 및 하위 

지식 간의 내용적 포함 관계를 표현하는 반면, 네트워크

형 지식지도는 관련된 지식 간의 다양한 연관성을 표현

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른 지식의 수정 및 응용 양상을 

표현할 수 있다 (Lin and Yu, 2009). Novak & Musonda 

(1991)가 제시한 개념지도(Concept map)와 유사한 형태

를 갖는 네트워크형 지식지도는 학습자의 학습 주제 

간 ‘개념적 네비게이션 (Conceptual navigation)’, 즉 관련 

주제를 옮겨가며 교차적으로 참고하는 논리적 행위를 

강화하는 도구임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 (O'Donnell 

et al., 2002).

네트워크형 지식지도가 표현하는 지식 네트워크는 

지식 간 상호참조적 관계를 기초로 구성되며 이는 다양

한 기준(Semantics)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즉, 지식에 

대한 학습 영향 및 의존성 (Gordon, 2000), 특정 프로세스

를 구성하는 세부업무(Task)의 실행에 따른 지식 흐름

(Flow) 절차 (Kim et al., 2003; Yoo et al., 2007; 유기동, 

2018a), 상위 및 하위 클라스(Class) 지식의 내용 (Mansingh 

et al., 2009; Rao et al., 2012), 지식이 수록된 문서의 

분류체계 (Isa et al., 2009), 지식이 수록된 문서의 내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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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 (유기동, 2018b)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준에 의한 지식 간 관계를 그래프데이터베이스

(Graph DB)와 같은 NoSQL 계열의 개체 및 관계 저장 

도구를 이용하여 구축할 경우 자체적인 확장이 가능한 

지식베이스의 구현이 가능하며(Vicknair et al., 2010; 

Zheng et al., 2021), 이를 통해 제3의 지식에 대한 추가적인 

추론 및 발견이 가능한 지식그래프(Knowledge Graph)의 

구현이 가능하다 (Ehrlinger & Wöß, 2016; Jiang et al., 2021).

요컨대 지식지도 또는 지식 및 정보 분류체계의 구

조에 따른 지식 검색 및 조회 작업의 성능을 비교 및 

평가한 기존 연구는 찾기 어렵다. 즉, 앞서 소개된 연

구와 같이, 제시된 계층형 또는 네트워크형 지식지도

의 성능을 개별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연

구가 대부분이다. 비정형 텍스트 문서에 대한 계층형 

및 비계층형 구조 기반 분류의 성능을 비교한 연구(장

수정 & 민대기, 2020)가 있으나, 해당 연구에서 다루

는 비계층형 분류체계는 본 연구의 네트워크형 지식

지도와는 다르다. 또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F1-Score, 

Precision/Recall, 설문 기반 선호도 및 만족도 등의 결

과값을 이용하여 제시된 지식지도의 성능을 판단하는

데, 이는 해당 지식지도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 관

점의 성능으로 보기 어렵다. 

3. 성능 평가를 위한 사용자 테스트

사용자 테스트는, 피실험자에게 특정 주제의 문항

에 대한 답을 계층형 및 네트워크형 지식지도 상의 지

식을 탐색, 즉 검색 및 조회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지

표를 이용하여 각 유형의 지식지도를 이용한 문제 풀

이 성능을 측정 및 비교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그림 

1> 참고). 

3.1. 지식 문서 및 지식지도 구성

테스트에 고려된 지식은 석유화학 및 필름 분야 제

조업체인 K사의 필름사업부에서 실제 활용 및 관리하

는 290개의 문서이다. 해당 지식의 주제는 시장동향 

기사, 연구보고서, 내부 정보보고서 등 KMS에 등록된 

문서로, ‘일반, 광학용, 열수축, 태양광, 분리막, PLA’ 

등이다. 각 지식 문서는 총 13개 팀의 30여 명의 구성

원이 등록하였고, 등록자 직급은 사원, 담당기사, 대

리, 과장, 차장, 팀장 등의 실무자급이다.

그러나 290개의 문서를 모두 참고하며 제시된 문제

를 풀이하는 과정은 피실험자에게 과도한 작업 부담

을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테스트 진행의 현실성

과 효율성 보완을 위하여, 이 중 특정 주제에 한정된 

문서만 별도 선별하고 이에 대해 계층형 및 네트워크

형 지식지도를 구성하여 사용자 테스트에 적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ESS(Energy storage system)’라는 

주제에 속하는 19개의 문서를 선정하였고, 이를 각 유

형의 지식지도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사용자 테스트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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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좌측의 계층형 지식지도는 선정된 19개의 

문서를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로, 해당 업체의 KMS에 

현재 분류 및 게시된 형식에 맞춰 구성하였다. <그림 

2> 우측의 네트워크형 지식지도는 유기동(2018b)이 

제시한 키워드 기반 네트워크형 지식지도 구축 방법

론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즉, 사각형으로 표현된 노

드는 문서를, 노드의 색상은 문서의 대표 주제를, 링

크의 두께는 내용적 연관성의 강도를 의미하고, 링크

가 없는 고립 노드는 다른 문서와 내용적 연관성이 없

는 것으로 파악된 문서이다.

3.2. 테스트 문항 및 지표 개발

피실험자는 문항에서 요구하는 정답을 도출하기 위

해 해당 문항과 내용적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

는 문서를 각 구조의 지식지도를 통해 순차적으로 검

색 및 조회한다. 테스트 문항은 선정된 19개의 문서 

중 내용적으로 관련된 문서를 2~4개 정도 선별적으로 

참고하며 풀이할 수 있는 수준의 객관식으로 구성하

였다. 이는 1개의 문서만 참고하여도 답을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일 경우 지식지도 상의 다른 문서

를 참조하지 않고 정답이 작성되는 오류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테스트 문항은 총 6개를 개발하였고, 지식

지도 유형에 따라 3개씩 무작위(Randomly) 순서로 제

시되도록 하여 문항별로 상이한 난이도로 인한 테스

트 결과의 편향(Bias), 즉 특정 문항에 대해 지표값이 

상승 또는 하강하는 문제를 제거하였다. 

주어진 문항를 풀이하는 데에 각 유형의 지식지도

가 어느 정도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나타내는가를 측

정하기 위하여 정량적 지표를 개발하였는데, 효과성 

측정에는 ‘정답률’을, 효율성 측정에는 ‘문제 풀이 완

료시간’과 ‘참고 문서 수’를 선정하였다. 또한 문제 풀

이를 완료한 후 디브리핑(Debriefing) 과정을 통해 ‘사

용 시 선호하는(편한) 지식지도 유형’, ‘선호하는(편

한) 이유’, ‘오답 선택 이유’, ‘참고 문서 재참고 이유’ 

등을 파악하여 정량적 성능 결과의 해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은 본 연구의 사용자 테스트에 

적용된 성능 지표를 보여준다.

3.3. 사용자 테스트 도구 개발

사용자 테스트는 웹 기반 도구를 개발 및 배포하여 

<그림 2> 테스트에 적용된 지식(문서)에 대한 계층형(좌) 및 네트워크형(우) 지식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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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많은 수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

하기 위하여 현장(Onsite) 및 원격(Online) 테스트를 병

행하였다. PHP5.5와 MySQL5.1을 이용하여 구현한 웹 

기반 평가도구는, 테스트 개요 및 안내, 테스트 연습, 

피실험자 정보 수집, 계층형 지식지도를 이용한 문제(3

개) 풀이, 네트워크형 지식지도를 이용한 문제(3개) 풀

이, 테스트 결과 게시, 디브리핑 등의 순서로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하고 결과를 저장한다. 계층형 및 네트워

크형 지식지도 기반의 문항 제시를 위해, 총 6개의 문항 

각각에 대해 계층형 및 네트워크형 지식지도를 사전 

구성하여, 3개의 문항은 계층형으로 나머지는 네트워

크형으로 제시되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3>은 특정 문

<표 1> 사용자 테스트에 적용되는 성능 지표 

성능 지표 의미 단위

효과성 정답률 문항별 정답을 선택한 피실험자의 비율 %

효율성
문제 풀이 완료시간 문항별 풀이 완료까지 소요 시간 초(sec)

참고 문서 수 문항별 문제 풀이에 참고(클릭)하는 문서 수 개

기타

선호 지식지도 문제 풀이 시 더 편한 지식지도 유형

주관식

선호 이유 선호하는(편한) 이유

오답 이유 오답 선택의 이유

재참고 이유 참고(선택)한 문서를 재참고(재선택)한 이유

지식지도 사용 경험 네트워크형 지식지도 사용 경험 여부

<그림 3> 계층형(상) 및 네트워크형(하) 지식지도 형식으로 문항(Q1)을 제시한 테스트 웹페이지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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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Q1)을 계층형 및 네트워크형 지식지도 형식으로 제

시하는 테스트 웹페이지의 예이다. 

3.4. 피실험자 구성

테스트 참여에 동의한 피실험자에게 이메일 또는 직

접 방문을 통해 테스트 웹사이트의 URL을 전송 또는 

게시하여 원격 및 현장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원격 테

스트 시 조작 및 이해의 문제가 있는 경우 사후 방문하

여 현장 테스트로 전환하여 진행하였다. 피실험자는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에 수록된 정보를 이용하여 문

제 해결 또는 과제 및 보고서 작성 등의 경험이 있어 

정보 검색 및 조회 관련 작업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한 

인원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테스트에 적용되는 문서와 

문항의 주제 분야, 즉 ESS 관련 분야에 대한 사전 지식

이나 경험이 없는 인원만을 선정하여, 피실험자의 사전 

지식에 의한 결과의 편향과 오류를 배제하였다.

사용자 테스트는 총 154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 중 문항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낮

아 테스트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지식지도를 이용하지 

않고 정답을 선택하는 등의 부적합 데이터를 제외한 

총 105명의 데이터를 최종 수합 및 분석하였다. 피실

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3.5. 사용자 테스트 결과

3.5.1. 지식지도의 효과성: 정답률

문제 풀이에 필요한 지식(문서)을 검색 및 조회하는 

데에 지식지도가 얼마나 효과적인 도구인가를 판단하

는 정답률을 파악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6개의 문

항 모두에 대해 네트워크형 지식지도를 이용한 경우

의 정답률이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네트워

크형 지식지도가 문제 풀이에 필요한 지식의 검색 및 

조회 과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의미한다.

3.5.2. 지식지도의 효율성: 문제 풀이 완료시간 및 

참고 지식(문서) 수

문제 풀이에 필요한 지식을 검색 및 조회하는 데에 

지식지도가 얼마나 효율적인 도구인가를 판단하는 문

제 풀이 완료시간과 참고 지식 수를 측정한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또한 계층형 및 네트워크형 지식지도

에 의한 지표별 성능 평균값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유의 수준 5% 설정 시, 문제 풀이 완료시간은 6번 

문항(Q6)을 제외한 1~5번 문항에서 두 독립표본의 평

<표 3> 각 문항에 대한 지식지도 유형별 정답률 

문항 지식지도 유형 정답률(%)

Q1
Hierarchical
Networked

92.73
94.00

Q2
Hierarchical
Networked

96.49
100

Q3
Hierarchical
Networked

96.15
100

Q4
Hierarchical
Networked

77.27
93.44

Q5
Hierarchical
Networked

80.77
84.91

Q6
Hierarchical
Networked

87.27
92.00

<표 2> 피실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피실험자 수(명) 비율(%)

성별
남
여

78
27

74.3
25.7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32
22
36
15

30.5
21.0
34.3
14.3

직업
회사원
대학생

기타(교수, 주부, 의사)

81
21
3

77.1
20.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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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확인되었고, 네트

워크형 지식지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문제 풀이 완료

시간이 적게 소요됨이 파악되었다. 또한 참고 지식 수

는 1번 문항(Q1)을 제외한 2~6번 문항에서 두 독립표

본의 평균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확인되었

고, 네트워크형 지식지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참고 지

식 수가 적음이 파악되었다. 이는 네트워크형 지식지

도가 문제 풀이에 필요한 지식의 검색 및 조회 작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함을 의미한다.

3.5.3. 기타 항목에 대한 디브리핑 결과

<그림 4>에 나타나듯이, 피실험자가 선호 또는 편

하게 사용한 지식지도의 유형은 계층형이었으며, 이

는 지식의 검색 및 조회의 용이함 때문이 아닌 기존에 

경험해본 방식에 대한 익숙함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네트워크형 지식지도를 선호한 피실험자는 지식

<표 4> 문제 풀이 완료시간에 대한 집단통계량 및 T-검정(p=0.05) 결과 

문항 지식지도 유형
완료시간(초)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T-test for equality of means

Mean Std. 
Deviation F Sig. t df Sig. 

(2-tailed)

Q1
Hierarchical
Networked

230.71
177.94

138.307
93.504

8.661 0.004 2.194
2.228

96
88.289

0.031
0.028

Q2
Hierarchical
Networked

201.76
105.58

113.592
48.670

18.390 0.000 5.444
5.708

101
75.281

0.000
0.000

Q3
Hierarchical
Networked

250.44
132.94

153.128
97.436

7.561 0.007 4.673
4.615

101
82.271

0.000
0.000

Q4
Hierarchical
Networked

247.29
144.33

160.882
93.818

11.215 0.001 3.862
3.403

89
46.615

0.000
0.001

Q5
Hierarchical
Networked

247.21
164.11

147.140
91.863

10.691 0.002 3.183
3.134

85
67.886

0.002
0.003

Q6
Hierarchical
Networked

247.10
196.13

126.541
134.437

0.005 0.093 1.894
1.891

92
91.027

0.061
0.062

<표 5> 참고 지식(문서) 수에 대한 집단통계량 및 T-검정(p=0.05) 결과 

문항 지식지도 유형
참고 지식 수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T-test for equality of means 

Mean Std. 
Deviation F Sig. t df Sig. 

(2-tailed)

Q1
Hierarchical
Networked

9.24
6.57

6.179
7.067

0.528 0.469 1.988
1.875

96
91.751

0.050
0.051

Q2
Hierarchical
Networked

8.62
4.92

6.202
4.802

1.298 0.257 3.350
3.408

101
99.645

0.001
0.001

Q3
Hierarchical
Networked

10.58
4.79

7.040
4.404

6.758 0.011 5.032
4.968

101
81.411

0.000
0.000

Q4
Hierarchical
Networked

9.88
4.70

8.594
4.412

8.635 0.004 3.798
3.267

89
43.555

0.000
0.002

Q5
Hierarchical
Networked

10.33
7.20

7.056
7.185

0.398 0.530 2.050
2.052

85
84.773

0.043
0.043

Q6
Hierarchical
Networked

14.27
8.37

9.892
6.734

3.925 0.051 3.367
3.393

92
83.140

0.0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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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들 간 연관성 탐색을 지원하는 지식지도의 기능

성 측면에서의 이점을, 계층형 지식지도를 선호한 피실

험자는 구조 및 사용의 익숙함을 이유로 지적하였다.

<그림 5>에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피실험자는 네트

워크형 지식지도를 처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익숙함으로 인해 계층형 지식지도를 선호하는 

결과와 일치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실험자 

대부분이, 지식지도 사용의 어려움보다는, 지식 내용 

이해 및 기억의 어려움을 오답 선택과 문서 재참고의 

이유로 지적하므로, 지식 내용의 이해와 기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의해 지식지도의 성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3.6. 결과 해석 및 시사점

3.6.1. 지식 검색 및 조회의 효과성 측면

지식을 검색 및 조회하는 과정이 거듭되며 이전에 

조회한 지식의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는가에 따라 실

제 문제 풀이에 얼마나 정확한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가가 결정되고 이는 결국 정답 선택의 여부를 결정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검색 및 조회한 지식의 종류

와 내용에 대한 기억 부하가 완화되면 문제와 직접적

으로 관련된 지식에 대한 차별적 기억이 촉진되고 정

답 선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사용자

의 ‘기억 부하 (Memory load)’ 완화 여부에 의해 지식 

검색 및 조회의 효과성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디브리핑 과정에서 파악한 오답 선택 이유와 

참고한 문서를 재참고한 이유에서 명확하게 확인된

다. 즉, 오답 선택의 이유로, 오답을 선택한 피실험자 

31명 중 21명(67.7%)이, 집중력 저하로 인한 혼돈 또

는 첫 번째 질문의 답안을 잊음 등과 같은, 기억 부하

로 인한 혼돈과 망각을 지적하였다 (<그림 5> 좌측 참

고). 또한 참고한 문서를 재참고한 이유로, 피실험자 

<그림 4> 오답 선택 이유, 문서 재참고 이유, 네트워크형 지식지도 사용 경험

<그림 5> 선호하는 지식지도 유형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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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명 중 60명(57.7%)이, 문서 내용을 기억하기 어려

움이나 참고했던 문서인지 기억하지 못함 등과 같은, 

기억 부하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림 5> 중간 참고). 

따라서, <표 3>과 같이, 네트워크형 지식지도를 이

용한 문제 풀이 정답률이 계층형 지식지도의 경우에 

비해 평균 6.7%(Q1 1.4%, Q2 3.6%, Q3 4.0%, Q4 

20.9%, Q5 5.1%, Q6 5.4%) 우월하게 나타난 이유는, 

네트워크형 지식지도는 문제 풀이에 필요한 지식과 

연관지식에 대한 검색 및 조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

억 부하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더욱

이 과반수의 피실험자(105명 중 57명, 54.3%)가 계층

형 지식지도를 선호했고(<그림 4> 좌측 참고), 피실험

자의 83.8%(105명 중 88명)가 네크워크형 지식지도를 

처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그림 5> 우측 참고) 네트

워크형 지식지도가 우월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은 주

목할만하다. 즉, 기존 정보시스템에서 보편적으로 채

택되던 계층형 지식지도를 네트워크형 지식지도로 전

환하면, 기억 부하 완화 통해 더욱 효과적인 지식 검

색 및 조회를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6.2. 지식 검색 및 조회의 효율성 측면

일반적으로 지식을 검색 및 조회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시행착오, 즉 원하는 내용의 지식을 포착하지 

못해 또 다른 지식에 대한 검색 및 조회를 반복하는 

과정으로 인해 시간과 참고 지식의 수가 증가한다. 따

라서 이러한 시행착오 반복의 최소화 여부에 의해 지

식 검색 및 조회의 효율성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계층형 지식지도를 이용한 지식의 검색은 트리

(Tree) 구조의 카테고리 상의 지식 중 관심있는 주제

에 해당하는 지식을 하나씩 선택 및 조회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진행된다. 반면 네트워크형 지식지도를 이

용한 지식 검색은 링크를 통해 제시되는 연관지식을 

순차적으로 선택 및 조회하며 진행된다. 즉, 최초 지

식의 선택은 두 가지 유형의 지식지도 모두 동일한 방

식으로 진행되나, 이후 연관지식에 대한 검색 및 조회

를, 네트워크형 지식지도는 내용적 면에서 관련된 것으

로 파악된 지식으로의 링크를 선택(클릭)하며 진행하므

로 지식 검색 및 조회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표 4>의 문항 당 문제 풀이 완료시간 평균값

과 <표 5>의 문항 당 참고 문서 수 평균값에서 명확하

게 확인된다. 네트워크형 지식지도를 이용한 경우, 문

제 풀이 완료시간은 평균 61.5%(Q1 77.1%, Q2 52.3%, 

Q3 53.1%, Q4 58.4%, Q5 66.4%) 적고, 참고 문서 수는 

평균 55.7%(Q2 57.1%, Q3 45.3%, Q4 47.6%, Q5 69.7%, 

Q6 58.7%) 적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네트워크형 지식

지도의 효율적 우월함의 이유는 네트워크형 지식지도 

선호 이유에 대한 디브리핑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

다. 즉, 네트워크형 지식지도를 통한 지식 검색 및 조

회의 시행착오 최소화로 인해 지식 간 연관성 탐색이 

용이했고 스크롤 없이 한 눈(화면)에 지식 탐색이 가

능했음이 지적되었다(<그림 4> 우측 참고). 따라서, 

기존 정보시스템에서 보편적으로 채택되던 계층형 지

식지도를 네트워크형 지식지도로 전환하면, 시행착오 

최소화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지식 검색 및 조회를 기

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6.3. 효과성 vs. 효율성

문제 풀이를 위한 지식 검색 및 조회의 효과성과 효

율성 모두 네트워크형 지식지도가 계층형 지식지도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효율성의 우월함

(완료시간 61.5%, 참고 문서 수 55.7%)은 매우 두드러

지게 관찰되나 효과성의 우월함(정답률 6.7%)은 매우 

근소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지식지도는 효과성보다는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구임을 알 수 있으며, 네트워크

형 지식지도를 활용하는 경우 지식 검색 및 조회 결과

의 질적 향상보다는 양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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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효과성의 판단에 사용된 지

표인 정답률의 특성을 통해 해석할 수 있다. 즉, 문항

과 지식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기억 부하 완화를 

통해 많은 양의 지식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정답 선택

의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데 지식의 내용에 대한 이해

는 사용자 개인의 지능과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영역

이므로, 지식지도가 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

다. 따라서 지식지도는 사용자의 기억 부하를 줄여 문

제 풀이에 필요한 지식을 더욱 많이 기억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더욱 적

합한 구조는 네트워크형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계층형 지식지도와 네트워크형 지식지도 

중 어떠한 유형의 지식지도가 지식을 검색 및 조회하

는 데에 우월한 성능 발휘하는가를 사용자를 대상으

로 하는 테스트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테스트 결과, 

정답률을 이용하여 파악한 효과성과 문제 풀이 완료

시간 및 참고 문서 수를 이용하여 파악한 효율성 모두 

네트워크형 지식지도가 우월한 성능을 나타냈다. 계

층형에 비해 네트워크형 지식지도는 사용자의 기억 

부담 완화 및 지식 탐색 시행착오 최소화의 효과가 있

었으며, 기존 정보시스템에 적용 시 지식 검색 및 조

회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본 연구의 사용자 테스트에 사용된 네트워크형 지

식지도는 대상 지식(문서)의 키워드를 기준으로 공통 

키워드를 공유하는 문서 간 내용적 연관성을 파악하

여 구성하였다. 키워드는 문서 간 내용적 연관성을 파

악하는 데에 유용한 기준이나, 최근 제시된 워드임베

딩 기법을 이용할 경우 더욱 많은 수의 지식에 대해 

정확한 내용적 연관성 파악이 가능하다. 워드임베딩 

기법 중 BERT와 같이 정확성이 극대화된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지식 간 내용적 연관성을 파악할 경우 네트

워크형 지식지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자 테스트에 적용한 

문항의 개수와 피실험자 수는 측정된 성능 결과의 통

계적 신뢰도 확보에 부족함은 없으나, 통계적으로 더

욱 신뢰할 수 있는 성능 비교를 위해 이에 대한 확대

를 고려할 수 있다. 

지식 간 상호참조적 네비게이션이란, 내용적인 관

련성을 갖는 다수의 지식을 순차적이고 연쇄적으로 

교차하며 검색 및 조회하는 사용자의 지식 탐색 패턴

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는 필요한 내용의 지식을 연상

작용에 의해 연쇄적으로 정의 및 선택하는 사용자의 

지식에 대한 인지과정을 반영한다. 지식에 대한 사용

자의 인지과정에 기반한 상호참조적 네비게이션 기능

을 지식을 관리 및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에 접목하는 

데에 핵심적인 요소가 지식지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지식지도의 두 가지 유형, 즉 계층형 및 네트워크

형 지식지도 중 어떤 유형의 지식지도가 사용자 인지

과정 기반 지식 탐색, 즉 상호참조적 네비게이션에 더

욱 적합한가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

호참조적 네비게이션 방식으로 지식 및 연관지식에 

대한 검색 및 조회가 진행되도록 구성되어야 사용자

에게 최적화된 지식 탐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네트워크형 지식

지도를 이용한 검색 및 조회가 지식 간 상호참조적 네

비게이션에 더욱 적합하다. 그러나 현재의 상용 지식

(문서) 관리용 정보시스템의 대부분은 계층형 지식지

도 기반의 지식 분류 및 저장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계층형 지식지도가 네트워크형보다 먼저 개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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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이고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는 관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규명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지

식 탐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는 네트워

크형 지식지도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

는 인지 및 교육 심리학 분야의 지식 인지 원리 및 과

정에 대한 이론을 지식경영 및 지식공학 분야에 접목

하여 보다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지식 탐색 과정과 방

법을 규명하는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지식 간 

내용적 연관성 파악의 정확성 향상, 대용량 지식(문

서)에 대한 네트워크형 지식지도 구성 자동화 등의 연

구 등을 통해 본 연구의 내용을 확장 및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계층형 지식지도만을 이용하여 

지식 및 정보 저장소를 설계 및 구현하던 업계의 관행

을 네트워크형 지식지도를 이용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근거로서의 실무적 가치를 갖는다. 이를 위해 관계형 

DB 기반의 지식베이스를 연관지식 네트워크 표현 및 

추론에 최적화된 온톨로지 또는 그래프 DB 등을 이용

한 객체지향형 DB로 자동 전환하는 연구 등이 추가적

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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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User-oriented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Hierarchical and Networked Knowledge Map 

 1)

Kitai Jang*, Keedong Yoo**

A knowledge map should be able to support the referential navigation of knowledge inquiries, i.e., cross- and sequential 
searches and queries on content relevance-based associated knowledge. This study performs a user-oriented test to verify 
which type of knowledge map, hierarchical or networked, exhibits superior performance in supporting knowledge inquiries 
required for problem solving. Both the effectiveness identified by the correct answer rate and the efficiency identified by the 
number of completion time and reference documents have been revealed superior performance in the networked knowledge 
map. This study’s result can underpin the basic steps to develop more user-friendly and reasonable knowledge services.

Key Words: Hierarchical knowledge map, Networked knowledge map, Associated knowledge, Referential 

Navigation, Performanc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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