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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관련기업의 채용경향에 있어서 구인기업과 구직자가 인식하는 인재상의 차이를 16개로
구성된 요소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과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
으며, 분석방법은 빅데이터 유형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연결망 분석과 변량분석을 혼합한 융합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
다. 결과적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검증하였다. 첫째, 대기업은 소통을 강조하고, 중소기업은 역량과 자신감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조업에서 구인기업은 자신감과 역량을 강조하고, 구직자는 스펙과 열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업에서 구인기업은 인성과 역량을 강조하고, 구직자는 스펙과 글로벌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넷째, 구직자들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따른 인재상이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인재상에 대한 인식
불일치 현상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채용 정보개방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인재상, 융합연구, 빅데이터, 사회연결망분석, 인식불일치

Abstract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the differences in the talented human resources perceived 
by enterprises and job seekers in terms of recruitment trends of companie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ocusing on 16 factors. The analysis data was collected from enterprises and job seeker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analysis method was applied to a convergence research 
methodology that mixes social network analysis and variance analysis using big data type. As a result, 
several things were verified. First, large enterprises emphasized communication, and small enterprises 
emphasized competency and confidence. Second,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enterprises 
emphasized confidence and competence, and job seekers emphasized spec and passion. Third, in the 
service industry, enterprises emphasized personality and competence, and job seekers emphasized spec 
and global. Fourth, there was a big difference in talented human resources between enterprises and job 
seekers according to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the 
opening of employment information for enterprises to reduce the recognition mismatch in the talented 
huma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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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등장한 정보화 시대 이후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기술적인 수준만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아
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확산으로 매우 복잡한 모듈의 
기술이 산업계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가능하게 
했으며, 노동시장 관련 부분에서도 특정 전공이나 영역에
서 제한된 기술이었던 한계가 융합을 거쳐 새로운 기능
을 창출하게 되었다[1,2]. 

4차 산업 혁명이란 정보통신 융합 기반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양자암호, 3D 프린터, 
무인항공 기술의 진보를 전제로 하는 융합산업의 변화를 
의미하며[3], 가장 큰 특징은 기술의 융합으로 진보를 거
쳐 고차원적 산업생태계를 촉진하는 변화라고 할 수 있
다[1]. 이에, 4차 산업 혁명 관련 기업은 이러한 기술 기
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업체를 의미한다[1,3].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반에서도 4
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논의가 일고 있으며, 유럽에서 진
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북미에서 언급하는 
Industry 4.0과 관련한 변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4]. 

사실 이 개념들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에서의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한 노동 4.0 개념을 기반으로 다양
한 전략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산업정책방안이었다[5]. 
즉, 채용경향이나 고용시장변화와 관련한 노동 4.0 논의
의 대부분은 독일 국내환경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이 심화
되는 과정에서 등장하고 있는 다차원적인 고용관련 정책 
및 인재양성 정책의 방향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발견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인기업의 채용공고 현황과 취업준
비생의 채용 준비 현황 간 중요하게 여기는 인재상의 개
념을 분석하여 상호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최근 
다양하게 논의되는 4차 산업혁명과 아시아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고용시장 변화와 맞물려 있으며 한국의 고용시
장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채용전략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4]. 

또한, 기존 고용시장에서 인력을 찾는 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이 인재상에서 제시한 핵심 키워드를 
통하여 양쪽에서 강조하는 특징들의 불일치 현상을 확인
하고, 이를 통하여 향후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고용시장 
정책의 방향을 제언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사회연결망 분석
사회연결망 분석의 가장 큰 특성은 일정한 대상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체적인 연관성을 양방향으로 분석
할 수 있다는 점이며, 연결망에 관련된 대상자들의 사회
적 상호작용행동를 설명하려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양
방향적 역동성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9].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한국의 4차 산업혁
명 관련 산업체와 이곳의 채용지망자들의 관점을 인재상
의 개념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에 활용되는 
기법은 연관어 분석(Association Rule)과 군집분석
(Clustering)이며, 각각 1mode 자료와 2mode 자료를 
분석한다[10,11].

2.1.1 연관어 분석
연관어 분석은 인재상의 요소간 연결 관계를 분석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 연구대상의 행위 결과에 
해당하는 값을 활용하여, 행동을 수치로 입력하고 구조적 
상호역동성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분석 기법이다.

네트워크가 그 안에 참여한 노드들의 행동이 역학관계
를 설명하는 연관성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관계적 특성에 입각하여 행동의 사회구조적
인 효과를 설명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12,13]. 이 
과정에서 1-mode 분석틀로 변형한 자료를 활용하였으
며, 동일 반응 유닛(case or reference) 내의 요소들 간 
연결성의 중심성(Centrality)을 분석하였다.

2.1.2 군집분석
연결망 내에는 다양한 하위요소들이 있지만, 이들이 

하위 집단으로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결망을 제대
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 사이에 동질성을 파악하
여 하위 집단으로 묶이는 구조적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군집 분석은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분석 과정에서 필
요한 기법이며, 연결망 내 요소들 간의 빈도 및 구조적 
특성을 정량적으로 연산하는 산술적 계량 분석 기법이라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mode 방식의 자료를 
휴리스틱 함수를 적용한 군집화 분석 모듈을 적용하였으
며, 최초 집단 구분 지점의 알력집단성(Faction)을 분석
하였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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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변량분석 
변량분석은 표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해야 하는

데, 빅데이터의 특성상 이러한 유형의 자료를 산출하는 
방식을 설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6]. 본 연구에서는 추
출한 인재상 요소의 빈도를 근거로 집단 간 차이를 검증
하는 ANOVA(2-way) 분석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텍스
트 기반 변량 분석(Text Essential Variance Analysis; 
TEVA) 모형의 융합연구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6].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설계와 자료의 유형, 그리고 분석 방법
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구분된 학문 제분야의 기틀을 융
합한 접근방법을 적용하였다[6]. 

특히, 비모수 통계 기법을 적용하였던 빅데이터 자료
의 유형을 추출하여 모수통계 기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연구설계 방안을 개발하였고, 키워드에 기반한 사회연결
망 분석과 변량분석을 병행하는 융합연구방법론을 응용
하였다(Table 1 참고)[7,8].

Procedure Procedure data structure

step 1 SNA Association rule → 
Clustering

1 mode 
& 2 mdos

step 2 ANOVA 2-Way ANOVA interaction

Table 1. Basic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연구대상은 구인기업과 구직자로 구분하였으며, 2019
년도 채용공고문과 지원내용을 기반하여 자료로 분석하
였다. 구인기업은 대기업/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 구
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구직자는 취업준비생을 중심
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구인기업은 779 사례, 구직
자는 395 사례를 수집하였다(Table 2 참고).

Seeker
Enterprise-Scale

Large Small

Manufacturing 235 358 186

Service 160 127 88

Table 2. Basic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4. 결과

수집된 자료에서 인재상에 적합한 개념으로 추출한 키
워드는 글로벌(Global), 인성(Personality), 역량
(Competence), 스펙(Spec), 소통(Communication), 
전문성(Professionalism), 책임감(Responsibility), 도
전(Challenge), 창의성(Creativity), 능숙성(Proficiency), 
잠재력(Potential), 자신감(Confidence), 추진력
(Driving), 지속성(Sustainability), 열정(Passion), 정보
(Information) 총 16개로 구성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4.1 대기업/중소기업 비교 
4.1.1 연관어 분석 결과
인재상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빈도분포 상으로는 두 집단 모두 정
보, 열정, 전문성, 능숙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참고).

Proficiency 524
Passion 405
Information 333
Professionalism 324
Driving 265
Personality 246
Communication 203
Competence 127
Challenge 112
Responsibility 98
Potential 96
Global 82
Creativity 61
Sustainability 43
Confidence 42
Spec 7

Fig. 1. Large Enterprise: network and centrality

Information 205
Proficiency 199
Professionalism 175
Passion 157
Driving 89
Communication 74
Competence 66
Challenge 66
Global 59
Potential 57
Responsibility 42
Personality 41
Sustainability 28
Confidence 26
Creativity 18
Spec 0

Fig. 2. Small Enterprise: network and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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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호성을 고려했을 때, 대기업은 소통이 상대적
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기업은 열정, 능숙성
과 글로벌, 역량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2 참고).

4.1.2 군집 분석 결과

Fig. 3. Cluster: Enterprise Scale

인재상에 대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기업은 소통, 스
펙, 추진력, 열정, 창의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
소기업은 자신감, 정보, 역량, 도전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Fig. 3 참고).

4.2 제조업 구인기업/구직자 비교 
4.2.1 연관어 분석 결과
인재상에 대한 제조업의 구인기업과 구직자의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빈도분포 상으로는 제조업
의 두 집단에서 평가하는 인재상의 요소에는 상당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 참고).

Proficiency 573
Information 433
Passion 428
Professionalism 352
Driving 253
Personality 213
Communication 165
Challenge 133
Potential 114
Competence 111
Responsibility 82
Global 80
Sustainability 47
Creativity 32
Confidence 30
Spec 0

Fig. 4. Manufacturing Enterprise: network and centrality

Driving 378
Communication 373
Challenge 367
Potential 362
Sustainability 350
Competence 297
Global 227
Professionalism 190
Passion 187
Confidence 182
Responsibility 156
Creativity 149
Proficiency 134
Information 78
Spec 42
Personality 8

Fig. 5. Manufacturing Seeker: network and centrality

한편, 상호성을 고려했을 때, 구인기업은 능숙성과 전
문성, 열정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직자는 스펙
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5 참고).

4.2.2 군집 분석 결과

Fig. 6. Cluster: Subject(Manufacturing)

인재상에 대하여 제조업의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조업 구인
기업은 정보, 역량, 도전, 자신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
고, 제조업 구직자는 스펙, 추진력, 열정, 창의성, 소통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6 참고).

4.3 서비스업 구인기업/구직자 비교
4.3.1 연관어 분석 결과
인재상에 대한 서비스업의 구인기업과 구직자의 연관

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빈도분포 상으로는 서비
스업의 두 집단 모두 능숙성, 열정, 전문성, 정보를 강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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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ciency 150
Professionalism 147
Passion 134
Communication 112
Information 105
Driving 101
Competence 82
Personality 74
Global 61
Responsibility 58
Creativity 47
Challenge 45
Potential 39
Confidence 38
Sustainability 24
Spec 7

Fig. 7. Service Enterprise: network and centrality

한편, 상호성을 고려했을 때, 구인기업은 소통이 중요
한 것으로 나타났고, 구직자는 책임감, 추진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8 참고).

Proficiency 497
Information 460
Passion 407
Professionalism 387
Driving 307
Communication 260
Personality 234
Competence 185
Potential 176
Challenge 170
Sustainability 137
Responsibility 113
Global 81
Confidence 78
Creativity 53
Spec 27

Fig. 8. Service Seeker: network and centrality

4.3.2 군집 분석 결과

Fig. 9. Cluster: Subject(Service)

인재상에 대하여 서비스업의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군
집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업 구인기업
은 인성, 열정, 책임감, 잠재력, 역량이 중요한 것으로 나

타났고, 서비스업 구직자는 정보, 스펙, 도전, 자신감, 글
로벌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9 참고).

4.4 변량 분석
4.4.1 기업규모와 산업분야
기업규모와 산업분야가 인재상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두 집단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기업규모와 산업분야 두 차원에서 모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참고).

Source SS df MS F

Scale
Large

3.50 1 3.50 1.52
Small

Sector
Manufacturing

0.83 1 .83 .36
Service

Scale × Sector 6.85 1 6.85 .09

Table 3. ANOVA of Scale and Sector

4.4.2 분석대상과 산업분야
분석대상과 산업분야가 채용과정에서 반영되는 인재

상의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두 집단의 상호
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 1154) 
= 57.94, p < .01). 주효과 분석결과에서는 구인기업(M 
= 2.39)이 구직자(M = 2.90)보다 인재상의 비중이 더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M = 2.66)이 서비스업
(M = 2.36)보다 인재상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4 참고).

Source SS df MS F

Subject
Enterprise

40.20 1 40.20 11.39**
Seeker

Sector
Manufacturing

55.36 1 55.36 15.68**
Service

Subject × Sector 57.94 1 57.94 16.41**
** p < .01

Table 4. ANOVA of Subject and Sector

아울러, 상호작용 효과를 그래프로 도식한 결과, 인재
상의 구인기업들은 산업분야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
만, 구직자에서는 구직자들은 제조업(M = 3.29)이 서비
스업(M = 2.31)보다 인재상에 대한 비중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Fig. 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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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Interaction of Subject × Sector

5. 결론

본 연구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채용경향에 
있어서 인재상의 인식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고,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질적 형태의 자료를 변량화하는 기법
을 개발하여 사회과학적인 분석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학
술적 의미를 가진다. 특히, 텍스트 기반의 변량분석
(TEVA) 모델을 적용한 융합연구 모형 개발을 시도하였
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적 역할을 할 수 있
다. 또한, 연구수행에 필요한 분석기법들의 순서와 연계
성의 타당성을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연구설계방안을 수
립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적 의의가 있다.

둘째, 채용과정에서 강조되는 인재상의 차이가 구인기
업 및 구직자 간의 명시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즉, 
구직자들은 스펙이라는 개념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
각하였지만, 실제 기업들은 스펙을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일치 형상이 인재상 전반
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는 점으로 미뤄 볼 때, 앞으로의 
노동시장에 적합한 채용시스템의 전략적 개선안이 시급
하다고 판단하였다[6,14].

셋째, 채용장면에서 나타나는 불일치 현상(mismatch)
은 구인기업이 채용 관련 정보를 제한하거나 너무 거시
적인 정보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법은 기업이 감당해야 할 
시스템 개발의 정보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15]. 

즉,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직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
거나 그렇지 않으면, 채용 정보제공에 대한 정부부처의 
법률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용시장정
책의 상호간 정보 개방 수위에 대한 결정적 논의가 공식
화되거나 기업의 주도적인 직무 정보 공유, 채용과 관련
되는 구체적 역량 차원 공개 및 인재상 선언, 그리고 기

업 내 관련부서의 인사채용 시스템에 대한 좀 더 현실적
인 제공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4차 산업혁명의 분위기로 급변하는 기술 및 고
용시장의 변화에 대한 혁신적 정책 전략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적어도 인재상 중심의 채용 경향에서는 구체
적인 정보화 개방 정책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채용정책
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수용해야 한다[3]. 

즉,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채용전략으로 대응하는 한
국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현 단계의 고용시장을 기업
입장에 편향되지 않도록 기업이 주도적으로 인재상을 개
방하고 업무와 어떤 맥락에서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미래 고용시장에 영향을 주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고려한 대응양상은 인력양성의 측면에서도 주
요한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16]. 인재상의 명시적인 
대책 마련이 기술적으로 바람직하고.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의 지속적 불일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혜안이 될 수 있
지만, 구체적인 수준에서 사회 경제를 운영하는 설계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융합인력의 핵심적인 특성이 무엇인
지에 대한 내용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교
육 정책 측면에서 궁극적인 인재양성의 연구적 성과가 
필요하며, 융합역량 인재상의 도식이 요구된다[2,4].

마지막으로, 채용과정에 대한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인식의 불일치에 대한 논의는 단편적인 인재상의 차이만
으로 설명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 즉, 채용경향에서의 
인식불일치 현상은 고용시장의 주요 주체인 기업과 구직
자의 입장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6,16,17]. 

따라서 다양한 채용경향성에 포함되는 고용 선택의 요
건에 대한 다른 차원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고, 대안점을 
제시하는데 추후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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