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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문서 개요

- 본 문서는 「광주아이키움 AI 큐레이션 서비스 구축」건으로 개발된 광주아이키움 사이트의

AI서비스 사용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 문서입니다.

1.2. 문서 목적

- 「광주아이키움 AI 큐레이션 서비스 구축」 관련 AI서비스 사용자 매뉴얼입니다. 신규

AI서비스 도입에 따른 사용자 페이지의 사용 방법을 기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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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페이지

2.1. 나만의 맞춤 서비스 – 최근 이용한 서비스

▶ 화면 설명

- 최근이용한 메뉴를 최신순, 빈도순, 추천순으로 보여주는 화면

▶ 유사도 높은 순으로 정책페이지 추천

- (최신순) 사용자가 가장 최근 탐색한 메뉴 6개를 보여주고 있음

- (빈도순) 사용자가 최근 30일간 탐색한 메뉴를 빈도가 높은 순으로 보여주고 있음

- (추천순) 전체 사용자가 최근 30일간 가장 많이 방문한 메뉴를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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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나만의 맞춤 서비스 – 주간 이슈 키워드

▶ 화면 설명

- ‘광주 아이키움’ 홈페이지의 주간 이슈 키워드를 보여주는 화면

▶ 주간 이슈 키워드

- ‘광주 아이키움’홈페이지 사용자가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어를 빈도수가 높은 키워

드 순으로 보여줌

- 사용자가 방문한 메뉴의 해시태그를 바탕으로 전체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 순으로

보여줌

- 이슈 키워드는10개까지 노출되며, 빈도가 높을수록 버블의 크기를 크게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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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나만의 맞춤 서비스 – 관심분야 선택

▶ 화면 설명

- 임신, 출산, 영유아 등 10개의 관심 분야로 구분하고 사용자가 관심분야를 선택하는

화면

- 관심분야 선택에 맞춰 지원정책, 교육,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화면

▶ 관심분야 카테고리

- 최대 10개까지 관심분야 선택이 가능함

- (지원정책) 선택한 관심 키워드와 각 정책페이지의 해시태그를 매칭하여 정책을 추

천함

- (교육) 선택한 관심 키워드와 각 콘텐츠 페이지의 해시태그를 매칭하여 정책을 추천

함

- (콘텐츠) 선택한 관심 키워드와 각 콘텐츠 페이지의 해시태그를 매칭하여 정책을 추

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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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나만의 맞춤 서비스 – 생년월일 정보 설정

▶ 화면 설명

- 연령을 기준으로 정책 및 미래정책을 추천 받을 수 있도록 본인 및 자녀의 생년월

일을 설정하는 화면

▶ 생년월일 정보 설정

- 본인 및 자녀의 생년월을 정보를 입력하고 ‘설정’을 클릭하면 우측 상단 지원정책

및 미래지원 정책을 설정 생년월일 정보 별로 탭으로 구분되어 추천됨

- 다자녀의 경우 ‘자녀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자녀 생년월일을 추가 할 수 있음

- ‘초기화’선택시 입력한 ‘생년월일’정보를 모두 초기화 할 수 있음



광주아이키움 AI 큐레이션 구축 사용자 매뉴얼 8/12

2.5. 나만의 맞춤 서비스 – 지원 정책 추천

▶ 화면 설명

- 사용자가 설정한 관심분야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용자에게 적합한 정책을

추천하는 화면

▶ 사용자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

- 사용자가 선택한 관심분야 및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우선순위로 정렬하여 3위까지 추천함

- 추천되는 지원정책을 클릭하면 해당 정책 페이지로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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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나만의 맞춤 서비스 – 미래 지원 정책

▶ 화면 설명

- 사용자가 설정한 관심분야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용자가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천함 (지원정책과 중복되는 정책은 제외됨)

▶ 사용자 지원받을 수 있는 미래지원정책

- 사용자가 설정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미래 지원 정책을 우선순

위로 정렬하여 3위까지 추천함

- 추천되는 미래지원정책을 클릭하면 해당 정책 페이지로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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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나만의 맞춤 서비스 – 교육 추천

▶ 화면 설명

- 사용자가 설정한 관심분야를 기준으로 관련성 높은 교육을 추천함

▶ 사용자의 관심분야와 관련성 높은 교육 추천

- ‘광주 아이키움’ 홈페이지에 등록된 교육 내용을 분석하고 사용자가 설정한 관심분

야와 비교하여 관련성 높은 순으로 교육을 추천함

- 추천되는 교육을 클릭하면 해당 교육 게시물 페이지로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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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나만의 맞춤 서비스 – 콘텐츠 추천

▶ 화면 설명

- 사용자가 설정한 관심분야를 기준으로 관련성 높은 콘텐츠를 추천함

▶ 사용자의 관심분야와 관련성 높은 콘텐츠 추천

- ‘광주 아이키움’ 홈페이지에 등록된 콘텐츠 내용을 분석하고 사용자가 설정한 관심

분야와 비교하여 관련성 높은 순으로 콘텐츠를 추천함

- 추천되는 콘텐츠를 클릭하면 해당 콘텐츠 게시물 페이지로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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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AI 서비스 – 유사 정책 페이지 추천

▶ 화면 설명

- 모든 정책 페이지에서 현재 보고 있는 정책과 유사한 정책 페이지를 유사도 높은

순으로 추천하는 화면

▶ 유사 정책 페이지 추천

- 현재 보고 있는 정책과 유사도가 높은 정책순으로 4위까지 추천함

- 각 추천 정책의 우측 상단에 유사도 수치를 표현하고 있음

- 각 추천 정책을 선택시 해당 정책페이지로 이동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