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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각 대학의 취업률은 대학 등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취업예비생은 원하는 취업정
보를 얻기 위해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의 취업지원 사이트들에서 원하는 취업정보들을 이용하고 있다. 웹기반 취
업지원업체들과 각 대학교에서 제공해주는 많은 취업지원시스템들이 있지만, 이들은 취업지원관리 위주가 아닌 취업
정보를 알리는 데에 더 중심을 두고 있다. 또한, MOU기업, 산업체 현장실습, 취업 멘토교수 등과 관련된 업무 프로
세스를 지원해주는 기능과, 각 기업들이 원하는 학생들의 정보(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와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주고 관리해주는 기능도 부족하다. 따라서 취업관련 초기 데이터(학생 및 기업정보)의 
저장에서부터 취업관리까지 지원해주는 취업지원관리시스템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취업지원시스템의 기
능에 권한별 취업관리 기능을 고려하였고, 스마트 폰에서도 취업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할 수 있으며, 학사정보시스
템과 연계된 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인적자원관리시스템, 웹기반, 모바일, 취업지원시스템 등

Abstract  Today,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hat determine the university rating is the employment rate. The 
jobseekers are using online or offline recruiting services in order to get the desired job information. There are lots of 
employment supporting systems as like web-based employment agencies and University’s job centers, but they are 
focusing more on providing job information rather than on managing the employment support. In addition, those are 
insufficient to support business process associated with MOU companies, industry field training, mentoring processors, 
etc., and to continue to manage and to update the information (resume, personal statement, etc.) about the students 
which the companies want, and the information about the companies which jobseekers want.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the employment supporting system which not only storages the initial data (student and corporate information), 
but also assist the career placement. In this paper, we considered the specific employment rights management features 
of the existing employment support system, it could receive real-time job information in the smart phone, we 
presented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system linked to the Bachelor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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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화  스마트 시 인 21세기를 맞이하여 학가

에도 체계 이고 지속 인 취업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

고 있다[1]. 2013년 정부에서 발표한 140여개 국정과제 

에서 청년 취업을 한 스펙 추천 채용 시스템이 소개

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어학실력, 출신학교 등을 배제하

고 일하려는 열정  창의성을 가진 구직자를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해 교육부와 노동부에서는 국가 직

무능력표 을 새로 구축하고 국의 공공기 에서 역량

기반지원서를 확  시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러한 정부의 정책아래 여러 학에서는 이 의 취업지원

시스템을 개선시켜서 스펙보다 역량 제고를 한 취업지

원 리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다[2,3].

취업지원 리 시스템은 학생의 정보를  체계 이고 

지속 으로 리하고, 구인, 구직 수요를 효율 으로 연

계하는 시스템이다. 궁극 인 목표는 기업들과 학생들에

게 사용성과 기능성이 좋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학생의 사회 진출을 도와주는 것

이다. 따라서 학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시스템은 취업

비생들에게 일자리를 연계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안정 인 사회진출 지원을 한 기반이 될 것이며, 온라

인 콘텐츠 직업교육을 한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의 기반이 되어 가고 있다[4]. 

사례연구인 K 학은 문인 양성을 목표로 1700여명

의 문인력을 육성하고 있으며, 졸업 비생의 80%이상

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년 취업률은 60%에 이르

고 있다. K 학의  취업지원시스템은 취업 정보 리 

주가 아닌 취업정보를 알리는 데에 더 심을 두고 있

었다. 한 기업이 원하는 학생의 정보의 검색과 기업의 

정보 등을 지속 으로 리해주는 기능이 부족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K 학의 취업지원 리시스템의 

새로운 모델의 설계  구축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2. 관련연구

2.1 취업지원관리시스템의 개념 

1990년 말부터 취업지원 리시스템은 특성화고등학

교  학교 등에서 학생의 교육, 학교활동, 직업교육 등

의 이력 리를 한 진로, 진학, 직업지원 시스템  는 

취업지원 시스템으로 구 되어 왔다[5]. 웹상에서 지원하

는 기존의 취업정보시스템들은 취업정보만을 달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에서 지원하는 취업정보시

스템은 재학생을 상으로 한 취업  아르바이트 정보

를 해주는 정도이었다[6]. 그러므로 새로운 취업지원

리시스템은 학교와 MOU 체결기업의 정보와 취업 희망 

학생의 정보를 체계 이고 지속 으로 리하는 기능과 

구인 구직 수요를 효율 으로 연계하는 서비스 기능 등

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학생

의 경제 인 사회 진출을 이루어내는 성과를 가져올 것

이다. 

취업지원 리시스템의 구축 범 는 취업지원 리시

스템, 취업지원 리 모바일 서비스, 평생교육 온라인 콘

텐츠 개발, 서버 등으로 나  수 있으며, 인 리시스템

에서 사용할 수 있는 DB 정보를 기업정보, 재학생  졸

업생의 정보, 학생이력 리, 취업희망서, 취업 정보 등이 

필요하다[6]. 한, 모바일 서비스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

하여 기업정보  구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모바일 

취업 희망서 제출  반려 처리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기

기의 근성  호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여

야 한다[7].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은 취업과 련된 자

격증, 장실습, 인성자료 등에 한 콘텐츠들을 업로드

하고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스템 인

라 구축은 용 서버를 도입하여 WEB, WAS, DBMS

를 구축하고, 자정부 표  임워크를 활용한 시스

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

2.2 취업지원관리시스템의 개발 전략

일반 으로 웹기반 시스템 개발 략은 자정부 표

 임 워크  개방형 오  소스 정책에 따라서 시스

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 방법은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며, 모바일 임워크를 제공해 다. 이러한 시스템

의 개발방법론은 웹의 특성  목 에 알맞게 공정을 도

출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모듈들을 컴포 트로 개발하고 

상용 컴포 트들을 조합하여 생산성 향상과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자정부 임워크는 웹기반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할 때 필요로 하는 응용 아키텍처, 기본 기능  공

통 컴포 트를 제공하는 표  임워크로서 실행환경, 

개발환경, 운 환경, 리환경, 공통 컴포 트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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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8][Fig. 1].

[Fig. 1] Electronic government standard framework

실행환경은 업무 로그램의 실행에 필요한 공통 모

듈이라 할 수 있는 화면처리, 업무처리, 데이터처리, 연계

통합, 공통기반에 한 표 화가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응용 로그램 환경을 말한다. 개발환경은 자정부 업

무 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환경을 말하는데, 데이터 

개발도구, 테스트 자동화 도구, 코드 검사 도구, 템 릿 

로젝트 생성 도구, 공통 컴포 트 조립도구, 맞춤형 개

발 환경 구성 도구, 서버 환경 리 도구 등을 제공해야 

한다. 운 환경은 실행환경에서 운 되는 서비스를 운

하기 한 환경을 제공한다. 리환경은 개발 임워

크  공통 서비스를 각 개발 로젝트에 배포  리하

기 한 모듈이다. 공통 컴포 트는 자정부 사업에서 

응용 소 트웨어를 개발할 때 공통으로 재사용이 가능하

도록 개발된 어 리 이션의 집합이다. 자 임워크

의 도입 효과는 개발자의 개인별 능력과 성향에 따른 품

질 편차를 최소화시켜주며, 시스템의 품질과 산출물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다. 한, 공통 으로 필요한 기능을 

사 에 제공하고, 개발 공수를 최소화하여 교체 손실 비

용을 감하며, 컴포 트의 공유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재사용성을 증 시켜 다. 

따라서 본 시스템은 자정부 모바일 서비스 인터페

이스를 수하여 사용자 경험을 반 하고 모바일 기기의 

화면과 특성을 고려하여 웹 개발 방법론이 제시하는 방

법론에 의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9]. 한, 일부 

작업 차나 문서 작성을 생략  수정하는 맞춤개발방법

론과 산출물을 사용하고자 한다. 맞춤 방법론이란 정부

가 권장하는 방법론을 사용하면서 최신의 방법론을 활용

하여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론은 다양한 로젝

트 수행 경험에서 오는 성공사례 템 릿을 활용하고, 주

요 요구사항을 분석  데이터/ 로세스 모델링을 하고, 

로세스 커스터마이징과 로젝트 표  산출물을 정의 

 검하고, 요구사항 기검증과 산출물 검증을 통하

여 자원  시간을 효율 으로 운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러한 개발 방법론을 활용한 본 시스템의 개발 략은 다

음과 같다.

- 자정부 표  임워크를 용하여 모바일 

임워크를 제공하고, 개방형 오  소스 정책으로 유

지보수를 용이하게 한다.

- 자정부 모바일 서비스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경험

을 반 하여 모바일 기기의 화면과 특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를 설계한다.

- 학교의 홈페이지 시스템과 연계하여 개발하여야 하

므로 웹기반 개발방법론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작업

은 생략한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한다[8].

- 본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각 작업의 생략 여부, 산출

물의 생략 여부,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고, 작업산출

물의 항목을 악하여 반 한다.

- 기업 정보, 재학생, 졸업생 등의 정보와 취업 멘토링 

정보 등을 이용하여 기데이터 구축 방안을 제시

한다[10].

- 표  보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를 도입하여 리자  담당 교수가 로그인시 보안체

계를 강화하고,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하여 SSL 

(Secure Sockets Layer) 보안 인증서를 도입한다[11].

- 행정안 부의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 가이드

[8]를 수하여 웹 근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

이스를 설계한다. 

- 이용 상, 이용환경, 이용목  등의 사용자 경험을 

반 하여 설계하며, 서비스 호환성  확장성을 고

려하여 서비스 목 에 부합되는 핵심 서비스를 구

성한다[12]. 

2.3 모바일 서비스 개발 방법론

사용자가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기업의 취업 조건을 

검색하고, 목록 서비스, 기 작성된 취업희망서 제출 서비

스, 구인 구직 안내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

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용 홈페이지 개발이 필요하다[7]. 

따라서 자정부 모바일 인터페이스 수에 의거한 모바

일 서비스 개발 략은 다음과 같다[9].

- 모바일 특성에 알맞은 정보를 추출, 변환, 가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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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DB로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학교의 졸업 비생  취업담당  등의 요구사항

을 분석하여, 웹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등을 활성화

시킨다.

- 개방형 Open API를 활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알

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취업정보 검색  목록 서비스를 한 메타 데이터 

통합 구성과 검색을 한 모바일 정보검색 솔루션

을 용하여 취업희망서 제출, 사용 편의성, 정확성, 

가독성, 응답속도 등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 취업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성능  사용자 편의

성을 보장하고, 자정부 임 워크를 반 해야 

한다.

- 수행방안은 빠른 검색, 양질의 데이터, 안드로이드 

랫폼 이해, 도입 솔루션의 사정 분석  이해, 기

능  품질 요건의 충족, 표  포맷의 수 등을 지

켜야 한다.

3. 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

3.1 요구분석단계- SWOT 분석 

국내의 표 인 4개 취업지원사이트를 벤치마킹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2]사이트는 4년제 학의 취

업지원사이트로서 교내, 교외, 아르바이트 등의 기업정보

를 제공하고 있으나 학과 교류하는 MOU 기업들의 정

보 리는 미흡한 편이다. 워크넷 사이트는 노동부에서 

운 하는 사이트로서 구인, 구직, 심리검사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검색기능이 사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사람인 사이트는 취업 문 사이트로서 직업별, 지역별, 

알바, 자료 등의 메뉴를 제공하고 있으나 면 후기, 취업

상담 등의 기능은 부족한 편이다. RND JOB 사이트는 한

국산업기술 회에서 이공계 인력들에게 취업정보를 제

공하는 취업사이트로서 문연구여원, 기술인력, 

경력인력, 퇴직기술자, 청년인턴 등의 메뉴로 세분화되어 

구성되어 있으나 취업정보 제공 기능이 불분명하 다. 

따라서 취업지원 리 시스템은 그 사이트만의 특징이 있

어야 하며,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근할 수 있고,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콘텐츠가 필요하다. 

한, 2013년 K 학교의 취업 담당자  재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분석한 결과[16]와 함께, 개선해야할 사항은 다음

과 같다.

- 학교 취업지원처의 신속하고 체계 인 의견수렴

이 필요하다.

- 개발범 , 일정, 정책사항 등에 한 사  의가 필

요하다.

- K 학교의 업무 로세스를 반 하는 요구사항 분

석, 자료수집 등 담당자들과 개발사간의 조체계가 

필요하다.

- 온라인 교육 자료를 업로드하기 한 콘텐츠 개발 

 유형, 서비스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 시스템 개발 에 발생하는 변경사항은 충분한 사

의  변경 차를 따라서 수행한다.

- 품질 향상  효율 인 사업 수행을 하여 검증활

동을 지원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Site name Strength/opportunity Weakness/risk

Worknet 

Site[13]

- Simplification of user 

  interface

- Use of user-centric content

- Provision of easy and fast 

  information

- Difficulty of condition 

  selection

- Deficiency of employment 

  companies and information 

  related to capable persons

Saramin 

site[14]

- Indication of popular sites

  in Main

- Use of fragmented category

- Use of differentiated 

  contents

- Deficiency of user-centric 

  interface

- Information flow distribution 

  of User-centric interface

- Deficiency of conditional 

  search function

RND JOB 

[15]

- Provision of science and 

  engineering job information

- Provision of a variety of 

  contents

- User-centric contents

- Deficiency of various 

  sectoral employment

  information

- Ambiguity of site features 

- Deficiency of conditional 

  search function

http://job

1.khu.ac.

kr/

[2]

- Provision of regional 

  employment information 

  both inside and outside of 

  school

- Provision of various job 

  events

- Provision of job success 

and event postscript

- User-centric interface

- Information insufficiency of 

  the employment companies

  about young applicants

- Deficiency of conditional 

  search function

<Table 1> The SWOT analysis results of Korea`s
job sites

이러한 개선사항에 따른 웹기반 취업지원 리시스템

의 요구기능 범 와 업무 로세스 정의는 [Fig.2]와 같다. 

기업에서 등록요청이 들어오면 리자는 회사 정보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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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pplication 
process of a 
student 
member

[Fig. 6] Application 
process of a 
company

[Fig.2] Diagram of 
web-based 
working 
support 
system

[Fig.3] Diagram of 
mobile service 
system

록하고, 기존 기업이면 회사정보를 갱신한다. 학생은 구

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취업희망서를 제출할 수 있

다. 멘토링 담당 교수가 학생의 구직신청을 승인하면 기

업은  승인된 학생의 구직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면

요청을 할 수 있다. 한, 스마트 폰용 취업지원시스템

은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취업 련 정보를 쉽게 검색

할 수 있고, 리자는 이력서  회원 승인을 할 수 있다. 

[Fig. 3]은 스마크폰용 취업지원 리시스템의 요구기능 

범 와 업무 로세스 정의를 나타내고 있다.

   

3.2 시스템의 서비스 기능과 구현환경

시스템의 구 환경에서 Web/Was/DB서버에서 구동

하는 소 트웨어로는 Apache, Tomcat, Oracle 11g ST 

One 등이며, 하드웨어는 CPU:4Core*2CPU, Memory: 

16GB, Disk:300G*2EA(mirror)를 권장하고 있다. 목표 

서비스 기능은 홈페이지에서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를 분

석하여 직  메뉴를 구성하여 홈페이지 활용에 쉽게 

근할 수 있도록 하고, 복기능  메뉴를 최소화하여 

목표서비스를 나타내었다[Fig. 4]. 권한별 메뉴에는 리

자, 멘토교수, 학생, 기업 등으로 구성하며, 각자 고유한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있도록 한다.

[Fig. 4] Menu diagram of the targeted service

3.3 설계 단계

3.3.1 학생 회원가입 프로세스

설계 단계는 메뉴의 구성도[그림 4]와 같이 국내채용

공고, 취업 도우미, 기업정보, 회원가입, 구인 등록 등의 

로세스들로 구성할 수 있으나 지면 계상 4개의 로

세스들만 나타내었다. 회원 가입 로세스에서 회원은 

학생, 교수, 기업회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리자의 

승인을 받아 로그인 할 수 있다. 학생은 실명 인증을 통

해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원가입 후 리자의 승인을 받

아야만 로그인 할 수 있다[Fig. 5].

 

3.3.2 기업 회원가입 프로세스

기업은 실명 인증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원 승

인이 되면 리자는 기업을 리하게 된다. 신규로 가입

하는 기업일 경우에는 기업 등록 신청 양식을 다운하여 

회원 기업으로 등록한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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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 Job listings 
process

[Fig.8] Database 
       Modeling

3.3.3 구인등록 프로세스

기업이 구인 등록을 하면 학생은 구인 정보를 조회한 

후에 구직 신청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을 담당하는 멘토 

교수는 구직 신청 목록을 확인한 후에 구직 승인을 하여 

구직 신청 목록으로 처리한다. 기업은 구직 신청 목록을 

보고 학생에게 면 을 신청 할 수 있다. 만약 구인 신청

을 한 기업이 MOU 기업이 아니면 학교와 MOU를 맺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Fig.7]. 

3.3.4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은 다양한 데이터의 형태가 효과

으로 리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취업자의 정

보의 증가에 해 요구 기능의 범 와 그에 한 로세

스를 유연하게 처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데이터 모

델링은 개  모델링, 개념  모델링, 논리  모델링, 

물리  모델링의 차를 통해 수행하기로 한다. 개  

모델링은 체차원에서 리, 개념  상  속성을 정

의하고 속성의 상세화를 진행한다. 개념  모델은 데이

터 역, 데이터 클래스와 엔티티의 구체  연결이 필요

하며, 주요 키 엔티티와 핵심 행  엔티티들로 구성되어 

있다. 논리 모델은 정규 , 물리  요소를 가지는 반정규

화가 실시된 데이터 모델로 수직  통합, 수평  통합, 차

원  통합, 계의 통합으로 구성된다. 물리 모델은 논리 

모델에 물리요소를 감안하여 기 정의된 한 형태의 

테이블을 결정한다. [Fig. 8]에서 사용자는 졸업생, 재학

생, 교사, 기업체, 리자 등이고, 기업회원이 구인정보를 

입력하면, 학생이 구인정보를 조회한 후에 해당 구입 기

업에 취업 희망서를 제출할 수 있다. 멘토 교수는 학생의 

취업희망서에 승인 정보를 입력하면, 기업 회원은 취업

희망서의 승인이 된 학생의 구직 정보를 검색하여 조건

에 알맞은 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4. 구축단계-프로토타입 화면

4.1 메인화면

메인화면은 재학생, 졸업생, 기업, 리자, 교수자가 사

용하기 쉬운 웹기반 취업지원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목

이다. 따라서 핵심 인 콘텐츠들을 메인에 노출하여 

다양한 사용자가 손쉽게 정보를 빠르고 쉽게 이용하도록 

하 으며, 체 인 컬러는 랑과 녹색 계통을 사용하

여 심미 으로 안정감을 주도록 하 다[Fig. 9].

[Fig. 9] Main screen

4.2 구인신청 화면

이 화면은 모집 공고로 사용자의 심을 유도할 수 있

도록 요한 키워드 내용만을 보여주도록 하며, 상세보

기를 르면 취업 정보를 상세히 볼 수 있다[Fig. 10].

[Fig. 10] The application screen for job-o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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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he statistical results screen

4.3 구인/구직 관리 화면

이 화면에서는 일반검색, 키워드 검색, 상세 검색을 강

화하여 서비스 입력을 최소화하여 사용자의 번거로움을 

최소로 한다. 구인기업의 다양한 직종  서비스 분류를 

이용하여 구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Fig. 11].

[Fig. 11] The online job management screen

4.4 현황조회 및 집계 화면  

[Fig. 12]에서는 업종별, 분류별, 기업별 형태의 표 검

색 조건의 사용자 맞춤형 통계 서비스로 사용자가 직  원

하는 정보를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고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형태의 통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Fig. 12] The searching condition input screen

황조회  통계에서는 구인/구직률, 진학률, 취업률, 

구직신청 황, 장실습 황, 진로지도 실 통계, 포트폴

리오 작성  활용, 방문횟수 등에 한 통계를 보여 다

[Fig. 13].

4.5 모바일 서비스화면

모바일 서비스 화면에서 헤더 부분은 메인로고를 배

치하 고, 네비게이션 부분은 로그인, 회원가입, 인트라

넷 역이며, 검색 엔진은 정보 소통의 원활함을 해 한

가운데에 배치하여 사용자의 근성을 높 다[Fig. 14].

 

[Fig. 14] The mobile services screen

콘텐츠 역은 주요 서비스 콘텐츠 역으로, Footer 

부분은 오시는 길, 고객센터 등을 배치하 다. 요한 메

뉴의 사이즈와 텍스트의 사이즈를 확장하여 명확성을 제

시하고, 공지사항을 메뉴 하단에 두어 최근 소식을 빠르

게 할 수 있도록 설정하 다. 

5. 시스템 비교 및 평가

시스템에 한 평가는 기존 취업지원시스템[2,13, 

14,15]과 구축하려고 하는 제안 시스템(E)과의 기능면을 

비교하 다[Table 2]. [2]는 경희 학교 취업지원사이트, 

[13]은 노동부 워크넷사이트, [14]는 사람인 사이트, [15]

는 한국산업기술진흥 회의 RND JOB사이트이다. 비교

결과,  기능면에서 학교, 취업제공회사, 공공기  등은 

각자의 특색에 알맞은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시스템은 K 학교와 MOU기업들의 정보

제공 기능, 장실습업체 리 기능,  멘토교수의 기능 등

을 추가하여 문 학교의 특징에 알맞은 기능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제안 시스템은 웹기반  스마트 폰 

환경에서 취업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재

학생들은 시공간을 월하여 MOU기업들과 장실습업

체들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멘토교수와 자유롭게 상

담할 수 있다는 장 들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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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items A[2] B[13] C[14] D[15] E

Employment 

information

Employment notice   ㅇ ㅇ o o ㅇ

Job support programs, 

event, etc
ㅇ ㅇ o o ㅇ

Business 

information(general 

companies, 

MOU companies)

△ △ △ △ ㅇ

Job guide 

Aptitude test ㅇ ㅇ x ㅇ ㅇ

Writing about internship 

program resume and 

success cases 

ㅇ ㅇ o o ㅇ

Preparation and 

postscript of the 

interview

ㅇ ㅇ x ㅇ ㅇ

Information 

Plaza

Online counsel ㅇ ㅇ o o ㅇ

Employment bulletin for 

students
ㅇ ㅇ o o ㅇ

Video web boards ㅇ ㅇ o o x

Fee bulletin board  ㅇ ㅇ ㅇ ㅇ ㅇ

Data board ㅇ ㅇ ㅇ ㅇ ㅇ

Online 

contents

Field placement 

information
x x x x ㅇ

Certificate Guide ㅇ ㅇ ㅇ ㅇ ㅇ

Func

tions

by 

auth

ority

Students
Status check about 

employment support
ㅇ ㅇ o o ㅇ

Administ

rator     

 

Member approval ㅇ ㅇ ㅇ ㅇ ㅇ

Management of job 

seekers
ㅇ ㅇ ㅇ ㅇ ㅇ

Management of 

business information
ㅇ ㅇ ㅇ ㅇ ㅇ

Employment 

management
ㅇ ㅇ ㅇ ㅇ ㅇ

Mentor  

professor

Management of job 

approval
x x x x ㅇ

Corporate 

member

Registration of job 

seekers
ㅇ ㅇ ㅇ ㅇ ㅇ

Registration of Field 

placement companies
x x x x ㅇ

check of employment 

application
ㅇ ㅇ ㅇ ㅇ ㅇ

User guides   

  

Service introduction ㅇ ㅇ ㅇ ㅇ ㅇ

FAQ ㅇ ㅇ ㅇ ㅇ ㅇ

User guide for students ㅇ ㅇ ㅇ ㅇ ㅇ

User guide for 

companies
ㅇ ㅇ ㅇ ㅇ ㅇ

<Table 2> The functional comparison of the existing
systems and the proposed system

△표기는 MOU기업을 리하지 않고 일반기업만 

리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여러 계층의 취업지원 사이트들을 분

석하여, 기존의 K 학교의 취업지원 리시스템에 부족

한 기능을 추가하여 새로운 시스템으로 설계하여 보았다. 

기존 시스템들과의 비교분석  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 

문제 들을 극복하기 하여 설계된 본 시스템은 웹 상

에서 학생정보와 MOU 기업체 정보를 DB에 장한 다

음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 효율 으로 사용자에

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한, 문 학이라는 

특징을 살려서 MOU 기업정보 리, 장실습업체 리,  

멘토교수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문 학교의 특징에 알

맞은 취업기능으로 개선코자 하 다. 이외에 학생들이 

SMS 문자 메시지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업정

보와 면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지원 기능까지 설계하고, 로토타입 화면을 제시하 다. 

본 시스템을 구축  운 한 후의 기 효과는 학교와 

기업의 유기 인 조와 우수인력의 체계 인 리를 통

해 지역기업의 인력난, 구인구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

으며, 기존의 오 라인 시스템의 산학 력 체제를 강화

하고 장실습  취업지원을 온라인 서비스로 지원하여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한, 시공간을 월한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정보 근의 편리성과 정보의 

활용성을 보장할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방향은 취업 비생들이 필요로 하는 자

격증, 취업  진로, 편입 등에 한 취업지원 콘텐츠 개

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MOU 기

업체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에 한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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