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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능정보기술을 선제

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노력 및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1], 맞춤형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

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삶의 편의성을 높이고, 활

용범위가 다양하다[2,3]. 특히 채용 시장에서는 빅데

이터와 인공지능[4]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문제점

인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정부 및 지차제의 중점 

정책인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개선할 수 있는 효율적

인 채용 서비스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채용 관련 서비스에서는 이력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문제, 채용인력에 대한 신뢰성 있

는 정보 검색 및 추천의 어려움, 헤드헌팅 시 발생하

는 고액의 수수료 문제 등 기존 채용 서비스에 다양

한 문제점들이 지적하고 있다[5,6]. 특히, 사용자 프

로파일을 기반으로 구직 관련 추천 정보 제공, 인재

검증 사전 예측, 효율적 채용 관리를 위한 지능형 서

비스 시스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온라인 헤드헌팅 서비스를 

위한 중개 채용 서비스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

다. 제안한 서비스 시스템은 기업체에서 지원자(구

직자) 채용을 효율적 채용 및 관리하기 위한 지능형 

서비스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고, 지원자(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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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프로파일 관리하여 추천할 수 있는 모듈과 인

재검증을 사전에 예측하고, 인재유형을 분석할 수 있

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또한, 지원자(구직자), 헤

드헌터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시각화 할 수 있는 

모듈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관련연구로

서 지능형 채용 서비스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3장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능형 온라

인 헤드헌팅 서비스를 위한 중개 채용 서비스 시스템

에 대하여 기술한다. 4장에서는 제안한 지능형 채용 

서비스 시스템을 구현하고, 이를 검증하고, 마지막으

로 5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로 맺는다.

2. 관련연구

4차 산업혁명의 등장은 전통적인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최적의 개인화 서비스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

라우드, 모바일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됨에 따라, 지

능화된 개인화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7,8]. 이처럼 

지능화된 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활용 및 중

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중요한 

정부정책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4차 산

업혁명의 중요한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

한 지능형 채용 서비스 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이 시

급한 실정이다.

미국 리쿠루트루프에서는 인재 채용을 위해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원자의 프로파일을 

분석하여, 채용포지션에 필요한 요구사항과 자격요

건을 분석하여 매칭시키고, 지원자의 직군, 직무, 연

차, 이력서 키워드와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을 머신러능

을 통해 합격여부를 예측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9]연구에 따르면 잘못된 채용이 초래

하는 비용은 개인 연봉의 1～2.5배에 달한다고 하며,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의 절반이상이 레퍼런스 체크 

실시를 통해 채용을 결정한다. Fig. 1에서 잡코리아

는 국내 기업체의 인사담당자(418명) 대상 설문에서 

직원 채용시 레퍼런스 체크의 비율이 52%, 레퍼런스 

체크를 통한 탈락 여부 확인이 72%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10].

현재 국내에서는 채용과정 중 인재검증 및 레퍼런

스체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채용 서비스 시스템

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미흡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

서는 사용자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구직 관련 추천 

정보 제공, 인재검증 사전 예측, 효율적 채용 관리를 

위한 지능형 서비스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Fig. 1 The survey results of JobKorea

3. 지능형 중개 채용 서비스 시스템

3.1 제안한 서비스 시스템의 개요

본 절에서는 지능형 온라인 헤드헌팅 서비스를 위

한 중개 채용 서비스 시스템에 대하여 Fig. 2와 같이 

제안한다. 제안한 서비스 시스템은 크게 중개 채용 

서비스 모듈, 사용자 프로파일 DB, 인재검증 사전 

예측 알고리즘 및 인재유형 분석 알고리즘을 관리하

기 위한 레퍼런스(평판) 제어 및 관리 모듈, 데이터 

분석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시각화 모듈로 구성된다.

제안한 서비스 시스템은 저장된 프로파일 정보를 

기반으로 기업체 채용담당자와 구직자에게 최적의 

헤드헌터를 추천하고, 지원자의 역량 정보를 객관적

으로 평가하여 구인자 관점에서 검증된 인재를 사전

에 예측 및 인재유형을 분석하여 시각화된 정보를 

서비스한다.

3.2 제안한 서비스 시스템의 구조 및 기능

본 절에서는 지능형 온라인 헤드헌팅 서비스를 위

한 중개 채용 서비스 시스템의 주요 구조와 알고리즘

에 대하여 제안한다.

첫째, 중개 채용 서비스 모듈(Agent Recruitment

Service Module)은 온라인 상에서 기업체 채용담당

자 또는 지원자(구직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헤드헌

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모듈로서, Fig. 3과 

같은 처리 과정을 거친다. 제안한 모듈은 기업체 채

용담당자(구인자)와 헤드헌터 간에 지수화된 기준들

을 통해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또한 채

용 후보자 선별을 자동으로 선정하도록 지원한다.

둘째, 레퍼런스 제어 및 관리 모듈(Reference Con-

trol/Management Module)은 채용담당자가 지원자

(구직자) 정보를 입력하면 지원자 그룹의 디렉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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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성되어 DB에 저장되고, 질문지를 라이브러리

에서 불러와서 질문별 답변 유형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지원자 그룹과 평판질문 유형 그룹을 매핑하는 

변수를 설정할 수 있으며, 채용담당자는 평판분석 전

체 프로세스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레퍼런스 

제어 및 관리 모듈에서는 인재검증을 위한 의사결정 

트리를 이용한 사전 예측 알고리즘과 인재유형 분석 

처리 모듈을 통해 인재선발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간

을 절감할 수 있다.

Fig. 2. The proposed service system.

Fig. 3. The proposed Agent Recruitment Service Module’s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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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인재검증을 위한 사전 예측 알고리즘

제안한 알고리즘은 Fig. 4와 같으며, 다음과 같이 

① 성별, 나이, 학점, 어학점수, 경력기간 정보 등 적

어도 어느 하나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지원자의 

프로파일 데이터를 입력받아 범주형 데이터로 정규

화하는 단계, ② 정규화된 프로파일 데이터를 기초로 

뿌리 노드(Root Node)와 잎 노드(Leaf Node)를 포함

하는 의사결정 트리와 인재검증에 필요한 사전 예측

을 위한 규칙(Rule)을 생성하는 단계, ③ 인재검증 

대상자의 역량 데이터를 통해 생성된 예측 룰을 기초

로 지원자의 인재검증을 수치화하여 제공하는 단계

로 구성된다.

제안된 사전 예측 알고리즘은 정규화된 프로파일

에서 데이터의 각 변수에 대한 엔트로피 계수를 식 

(1)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여기에서 Pi는 i번째 클래

스(Ci)가 해당 데이터 집합 중에서 차지하는 확률을 

나타내고, S는 데이터 집합, |S|는 데이터 집합에 포

함된 데이터 개수, freq(Ci,S)는 S에서 i번쨰 클래스

(Ci)에 속하는 데이터의 빈도수를 말한다.

  
  



log  
 

 
(1)

정규화된 프로파일 데이터의 각 변수에 대한 정보

이득(information gain)는 식 (2)를 이용하여 계산한

다. 여기에서 정보이득이란 특정 데이터 속성에 데이터

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는 프로파일 데이터의 각 변수에 대한 엔트로피 계수

를 나타내고, S는 데이터 속성값이다. E(A)는 파생

되는 하위 노드의 엔트로피 가중치의 평균값(기대 

정보)이다.

           (2)

규칙 생성을 위해 정보 이득이 가장 큰 변수를 이

용하여 정규화된 프로파일 데이터를 분류하여 뿌리 

노드를 생성하고, 뿌리 노드에 사용된 변수를 제외하

고 다시 분류하여 잎 노드를 생성한다. 또한 뿌리 노

드와 잎 노드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규칙을 

생성하고 생성된 의사결정 트리에서 뿌리 노드로부

터 잎 노드에 이르는 조건을 기초로 하여 취업 가능 

여부를 예측하는 규칙 n을 생성하여 데이터베이스에 

Fig. 4. The proposed Prediction Algorithm for Talent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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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한다.

3.2.2 인재유형 분석 처리 모듈

제안한 알고리즘은 Fig. 5와 같으며, 지원자가 휴

대폰, 이메일로 본인 인증을 받고, 생성된 키값과 저

장된 값을 비교해 접속자의 권한 및 역할을 결정한

다. 인재유형 분석을 위해 Myers와 Briggs의 Talent

Type Indicator에 의해 인재유형을 16가지 패턴으로 

수평 분류하며, Gray Hamel의 역량모델링 지표에 

기초하여 7단계로 역량 등급을 결정한다[11]. 또한 

지원자로부터 평판추천자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고,

사전 개인정보 동의여부에 따라 채용담당자에게 노

출여부가 결정된다. 이때 지원자는 경력정보를 직접 

입력하거나 채용 서비스 시스템에 저장된 자신의 경

력정보와 평판추천자 정보를 매핑한다.

셋째, 정보 시각화 모듈(Information Visualiza-

tion Module)은 Fig. 6과 같이 사용자의 프로파일 정

보를 기반으로 분석된 내용을 인포그래픽으로 시각

화하는 모듈로서, 분석된 인재유형 및 역량 정보를 

시각화하고, 지원자 성격유형 분석 결과 및 평판추천

인들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준다.

4. 구현

4.1 구현 결과

본 절에서는 지능형 중개 채용 서비스 시스템을 

아래의 구현 환경에서 Fig. 7과 같이 구현하여 시범

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Fig. 8과 같이 시범 운영을 

위해 지원자(구직자)들에 데이터 셋을 수집하여, 인

재검증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구현 환경

- 운영체제 : Window 7(64bit)

- 개발언어 : Java, Python, HTML5, RESTful API

- DB : RDBMS(PostgreSQL)

•데이터 셋 구성 

- 모집단 486명(총 489명 중 중요정보 누락되어 

평가 불가한 3명 제외)

- Table 1과 같이 서비스 시스템에 회원 가입된 

학부(364명), 석사(83명), 박사(39명)의 채용 지

원자(구직자)로 구성되며, 학력수준에 평가는 1

차 레퍼리(1～6차), 2차 레퍼리(1～3차), 블라인

드 레퍼리(1～5차)로 평가하며, 그 평가점수와 

평균을 계산한다.

4.2 서비스 만족도 분석

본 절에서는 구현된 지능형 중개 채용 서비스 시

스템을 이용 중인 사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확인

Fig. 5. The proposed Talent Type Analysis Processing Module.

Fig. 6. The proposed Information Visualization Module.

Table 1. Composition of subscribed applicants (job seek-

ers)

　 Bachelor Master Doctor Total

Number 364 83 39 486

Evaluation

(Avg.)
68.87 71.37 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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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용자 피드백 결과를 분석하

였다.

•대상 :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모집단 총 489명

- 사용자 피드백 수 : 352명, 피드백 응답률 : 71.98%

• 사용자 피드백 수집 방법

- 사용자의 피드백 수집은 구현된 웹 서비스를 통

하여 온라인으로 수집

- 구현된 서비스 시스템을 통한 질문에 대한 5가

지 선택 방식(매우만족A-5, 만족A-4, 보통A-3,

불만족A-2 매우 불만족A-1)

서비스 시스템의 전체적인 만족도는 Table 2와 같

Fig. 7. Implemented Serv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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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전체 학부 총 364명 중 297명(81.6%)가 응답을 

했으며, 응답자 총 352명 중 297명(84.4%)로 가장 많

은 분포를 보였다. 석사의 경우 총 83명 중 49명

(59%), 박사는 총 39명 중 6명(15.4%)가 응답하였다.

서비스 만족도를 매우만족(A-5)과 만족(A-4)의 기

준으로 분석하면 전체 서비스 만족도는 응답자 총 

352명 중 227명(64.5%)가 만족한다고 분석되었다.

서비스 만족도의 분포를 보면 학부는 62.8%, 석사는 

73.3%, 박사는 62.5%로 분석되었다. 특히 석사졸업

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석사졸업자 중 여자

들의 만족도가 82.4%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5. 결  론

4차 산업혁명의 등장은 전통적인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최적의 개인화 서비스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채용 시장에서는 빅데이

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문제점인 정

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정부 및 지차제의 중점 정책

인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개선할 수 있는 효율적인 

채용 서비스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

문에서는 지능형 온라인 헤드헌팅 서비스를 위한 중

개 채용 서비스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제안

한 서비스 시스템은 기업체에서 지원자(구직자) 채

용을 효율적 채용 및 관리하기 위한 지능형 서비스 

Fig. 8. Data Set of Job Seeker.

Table 2. Age distribution of respondent and situation of lifestyle related disease

Bachelor Mater Doctor

Man Woman Man Woman Man Woman

Num % Num % Num % Num % Num % Num %

A-1 11 5.9 9 8.3 - - -　 - - - - -

A-2 16 8.5 15 13.8 3 9.4 1 5.9 -　 - - -

A-3 42 22.3 17 15.6 7 21.9 2 11.8 1 25.0 1 50.0

A-4 85 45.2 41 37.6 15 46.9 7 41.2 1 25.0 - -

A-5 34 18.1 27 24.8 7 21.9 7 41.2 2 50.0 1 50.0

Total 188 109 32 17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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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고, 지원자(구직자)의 프

로파일 관리하여 추천할 수 있는 모듈과 인재검증을 

사전에 예측하고, 인재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

즘을 구현하였다. 향후, 모집단 규모의 확대 및 다양

한 분석을 통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능형 

채용 서비스 시스템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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