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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b mismatch between job seekers and SMEs is becoming more and more intensifying with the

serious difficulties in youth employment. In this study, a bi-directional content-based metric learning model

is proposed to recommend suitable jobs for job seekers and suitable job seekers for SMEs, respectively.

The proposed model not only enables bi-directional recommendation, but also enables HR matching without

relearning for new job seekers and new job offers.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the proposed model

showed superior performance in terms of precision, recall, and f1 than the existing collaborative filtering

model named NCF+GMF. The proposed model is also confirmed that it is an evolutionary model that

improves performance as training data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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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취업 절벽이라 불릴 만큼 청년 취업난이 심각

한 가운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유래 없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등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갈수

록 심화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실

업의 원인으로는 숙련도별 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초

래되는 구조적 미스매치도 있지만 기업과 구직자 간

정보불균형에 따른 일시적 실업상태인 마찰적 미스매

치 또한 전체 실업의 2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

된 바 있다[Kim and Jung, 2011]. 이러한 정보 미

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구인 구

직을 효과적으로 매칭함으로써 구인 구직 과정에서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심층신경망을 인재매칭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구조 설계 대안을 제시하고 그

성능을 평가함으로써 제안한 인재매칭 모형의 유용성

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인재매칭이라 함은

구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하는 것과 특정기업

의 구인공고에 대해 요구되는 역량과 스킬을 보유한

구직자를 추천하는 등 양 방향의 일자리 및 인재 추천

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인재매칭은 구직자에게는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업에게는 적합한 구직자를 추천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추천시스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재매칭이 기존 추천시스템과 다른 점

은 구직자에게는 적합한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적합한

구직자를 추천하는 양방향 추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인재매칭은 정보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구인 구직의 탐색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구직자의 프로파일과 구인공고의 요구사

항을 추천에 활용하는 내용기반 추천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기 두 가지 요구사항을 반영한

내용기반의 척도학습모형(content-based metric

learning model)을 설계 대안으로 제시하며 기존의

심층신경망기반의협업필터링기법[He et al., 2017]

과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제안한 인재매칭 시스템의 유

용성을 확인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인재매

칭 모형은 웹 API서비스로 개발되어 상용화된 취업포

탈에 적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헤드헌터 기업들이 의뢰

받은 구인공고에 대해 적합한 후보 구직자를 탐색하는

과정을 자동화하거나 구직회원에 대한 개인화된 일자

리 추천 등 회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 2장에서는 인재매칭을 위한 추천시스

템에 대한 국내외 문헌들을 조사한다. 제 3장에서는 인

재매칭을 위한 심층신경망 기반의 기존 모형과 설계대

안을 제시하고, 제 4장에서는 실험용 데이터 셋과 성능

평가지표 및 실험결과를 요약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

에서는 기여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정리한다.

2. 기존 연구

일자리 추천 문제는 Kaggle의 Job Recommen-

dation Challenge[2012]와 RecSys Challenge

[2016, 2017] 등 기계학습 커뮤니티와 학회가 주관

하는 경진대회에 단골주제로 등장할 만큼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문제로 이들 경진대회를 통해 많은 연구

결과가제시되었다. 이경진대회와연계하여Pessemier

et al.[2016]은 내용기반 추천(content-based)과

K-nn 기반 추천을 사용자 상호작용의 빈도로 가중 평

균하는 하이브리드 일자리 추천방법을 제안하였다. 먼

저 내용기반 추천에서는 사용자가 선호하는 일자리 프

로파일을 사용자 이력서와 관심 일자리 클릭 여부 등

의 상호작용 내역을 토대로 만들어두고 사용자의 프로

파일과 미지의 일자리와의 유사도에 기반하여 추천을

수행한다. K-nn을 이용한 추천에서는 사용자가 과거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했던 일자리와 유사한 일자리를

추천하는 것으로 이때 유사도 판정은 일자리 간의 거

리와 사용자들에 의해 얼마나 두 일자리가 함께 상호

작용이 되었는지를 종합하여 판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이력이 없는 신규 사용자에게는 내용기반 추

천을 적용하고, 상호작용도 없고 이력서도 없는 사용

자에게는 인기 일자리를 추천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

써 신규사용자문제(Cold start Problem)를 해결하

고 있다. Polato and Aiolli[2016]는 일자리 추천

문제를 클릭, 북마크, 댓글 등 긍정적 상호작용만 있는

단일 클래스(one-class) 추천문제로 정의하고 아이템

기반과 사용자기반의 협업필터링 추천모형을 제안하

였다. 보다 세부적인 추천방식은 해당사용자가 과거에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했던 일자리와 유사한 일자리들

을 추천하는 상호작용기반 추천, 해당사용자에게 과거

에 노출되었던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들을 추천하는

증거-노출기반 추천, 사용자가 상호작용했던 일자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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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태그를 가지는 일자리를 추천하는 태그기반 추

천, 그리고 사용자가 상호작용했던 직무명과 유사한

직무명을 가지는 일자리를 추천하는 직무명기반 추천

으로 구성된다. 총 6,000건으로 구성된 상호작용 이

력을 이용한 성능평가 결과 상호작용기반 추천의 성능

이 가장 우수하였고 그 다음이 증거-노출기반 추천으

로 나타났다. 태그, 직무 등의 키워드와 같은 정보를

포함한 협업필터링 추천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성능

을 보였으며 개인화 되지 않은 인기도기반 추천은 가

장 낮은 성능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Leksin and Ostapets[2016]은 일자리 추천에

있어서 사용자와 일자리에 대한 상호작용이 없는 데이

터가 많기 때문에 협업필터링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곤

란하며 일자리와 사용자에 대한 콘텐츠 정보를 동시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LSI(Latent semantic Indexing)기반의 토픽모

형과 행렬분해 모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형을 제안

하였으며 사용자와 일자리의 프로파일로부터 추출된

토큰(키워드)이성능향상을위한중요한특징으로작용

함을 보여주었다. Valverde-Rebaza et al.[2018]

은 구직자의 전문스킬 정보만을 이용한 일자리 추천

시스템을 제안한 바 있다. 전문스킬은 구직자의 프로

파일에서 텍스트 프로세싱을 통해 추출하는데 전문스

킬에 대한 용어추출 및 표현방식에 따라 빈도기반의

TF-IDF 방법과 벡터공간모델 기반의 워드임베딩 방

식을 제안하고 각각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워드 임베

딩을 얻는 방식으로는 CBOW 방식과 Skip-gram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IT분야의 스킬에만 국한하

여 링크드인에서 50명의 프로파일을 수집하고 Catho

에서 3877개의 일자리 프로파일을 수집하여 실험한

결과 Skip-gram 임베딩을 활용한 추천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Alghieth and Shargabi[2019]는 지도기반의

일자리 추천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일자리 추천

시스템은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한내용기반추천방식에

의해 일자리를 추천하며 구직자들이 대화형 지도를 사

용하여 원하는 일자리 공고를 효율적으로 찾도록 지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입력으로 직무명과 지역을 중요한

구직자 프로파일로 선정하였고 일자리 공고를 또 다른

입력자료로 활용하여편리한 지도기반의 사용자인터페

이스를 기반으로 추천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Maheshwary and Misra[2018]은 구직

자의 반 구조화된(Semi-structured) 이력서를 구인

공고의 직무설명과 매칭하여구직자에게적절한 일자리

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샴 신

경망 기반의 일자리 추천 모형을 제안하였는데 제안된

방법은 기본 시맨틱을 효과적으로 캡처하여 시맨틱 공

간에서 유사한 이력서 및 직무 설명을 서로 더 가깝게

투사하고, 서로 다른 이력서 및 직무 설명을 서로 멀게

투사하는 방식으로 구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하

고있다. 이 연구에서는샴네트워크를 구성할때인코딩

레이어로 LSTM대신 CNN을 사용하였으며 샴네트워

크에서 두개의쌍둥이 CNN네트워크는 파라미터를공

유함으로써 의미공간에서 이력서와 직무공고의 표현에

일관성을 부여하게 된다. 공유된 파라미터는 이력서와

관련된 직무공고 사이의 시맨틱 거리를 최소화하고 이

력서와 관련이 없는 직무공고 사이의 시맨틱 거리를 최

대화하도록 학습된다. 내용기반 일자리 추천과 관련된

기존연구에서는구직자 이력서와 일자리공고를 기계학

습 모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벡터화기법을 사

용하고있다. Le andMikolov[2014]는 BOW(bag-

of-words) 및 TF- IDF와 같은모형은 자연어 처리작

업에 효과적이지만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

하다고 지적하며, 맥락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Word2vec 및 GloVe 등임베딩모형을활용하여벡터

화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Indeed, Monster, Glassdoor, Linked-

In, 사람인, 잡코리아 등 일자리 매칭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포탈이 성업 중이지만 이들 사이트는 아직

추천보다는 키워드 기반 검색서비스를 토대로 일자

리 매칭을 지원하는 것이 주류이다. 이 중 LinkedIn

[Kenthapadi et al., 2017]이 개인화 추천서비스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데 LinkedIn의 일자리 추천시

스템은 프로파일내의 구조화된 정보에 기반 한 검색기

반의 매칭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LinkedIn에서는

검색기반 매칭시스템의 해결과제로 첫째, 사용자 검색

쿼리와 연계된 수백만의 구조화된 일자리 문서에 대한

유사성 점수계산을 지연 없이 실시간으로 할 수 있어

야 하며 둘째, 회원들의 구인공고에 대한 다양한 상호

작용정보를 모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각 구

인공고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노출)되면 기업

입장에서는인터뷰비용이많이들고, 구직자입장에서는

고용확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적정 수준의

검색결과가나타나도록하는것을 선결과제로제시하고



144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Figure 1> Neural collaborative filtering-based metric learning model [Adapted from He et al., 2017]

있다. 이상의 연구내용들을 살펴본 결과 기존연구는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추천시스템이 대부분이며 구직

자에게는 적합한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적합한 구직자

를 추천하는 양방향 구인구직 매칭시스템은 제한적이

다. 본연구에서는Maheshwary andMisra[2018]의

연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상호작용 이력이 있는 일자

리 공고와 구직자 이력서 사이의 적합도를 학습하여

특정 구직자의 이력서에 적합한 일자리 또는 특정 일

자리 공고에 적합한 구직자를 매칭하는 척도학습모형

을 제안하고 성능을 평가하기로 한다.

3. 인재매칭 모형의 설계

본 연구는 구직자에게는 적합한 일자리를 기업에게

는 적합한 구직자를 추천하는 양방향 인재매칭 모형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재추천을 위해서는 사

용자ID를, 일자리 추천을 위해서는 일자리공고ID를

각각 타겟클래스로 정의하여 학습모형을 설계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일자리 추천 모형과 구직자 추천 모형

을 별도로 구성하여야 하며, 신규 구직자 또는 일자리

공고가 추가되는 경우 재학습이 필요하다. 따라서 양

방향의 인재매칭이 되기 위해서는 구직자 정보와 일자

리 정보가 동시에 입력되고 최종 출력층에서 적합도가

출력되도록 하는 척도학습(metric learning) 구조

가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기반 척도학습모형과

기존 협업필터링 모형의 성능을 각각 비교함으로써 제

안된 모형의 유용성을 확인하기로 한다.

먼저 협업필터링 기반 추천모형 중 높은 성능을 나

타낸 모형으로는 행렬분해기반 신경망모형(MFNN)

[Bokde et al., 2015; Koren et al., 2009], 뉴럴

협업필터링모형(NCF)[He et al., 2017; He and

Chua, 2017], 일반화행렬분해와결합된뉴럴협업필터

링모형(NCF+GMF)[He et al., 2017] 등이 있다.

He et al.[2017]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 모형 중일반

화행렬분해와 결합된 뉴럴협업필터링모형이 가장 우수

한 성능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이모형을양방향인재추천모형의벤치마킹대

상모형으로 선정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기로 한다.

NCF+GMF 모형에서 뉴럴협업필터링모형(NCF)과

일반화된 행렬분해기반 신경망모형(GMF)을 결합하

는 방식은 <Figure 1>에서와 같이 공유된 임베딩에서

출력값을 입력받아 학습을 진행한 후 NeuMF 층에서

이들을 연결(Concatenation)하여 결합모형이 구성

된다. <Figure 1>에서GMF층은MF user vector와

MF item vector간 요소곱으로 계산하는데 요소곱을

계산하기 위해 MF user vector와 MF item vec-

tor를 일차원벡터로 변환 후 각 원소를 곱하여 GMF

층을 계산한다. 이 모형은잠재공간에서 구직자-일자리

간내재된상호작용을적절히예측하기때문에전통적인

행렬분해기반 모형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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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ntent-based Metric Learning Model for HR Matching

한편 일반화 행렬분해와 결합된 뉴럴협업필터링 모

형(NCF+GMF)의 단점은 구직자 프로파일과 일자

리 공고 문서를 활용하지 않고 구직자ID와 일자리ID

간의 상호작용 관계 정보만을 이용하여 학습하기 때문

에 상호작용이 없는 신규구직자나 신규일자리의 경우

추천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구직자ID와 일자리ID 대신 구직자 프로파일과

일자리 공고문서의 텍스트를 bag-of-word 벡터로

변환하여 동시에 입력한 후 심층 신경망을 거쳐 최종

출력층에서 적합도 여부를 학습하는 내용기반 척도학

습모형을 <Figure 2>와 같이 제안한다. 내용기반의

척도학습 모형은 구직자 프로파일과 일자리 공고 문서

를 모형에 입력하기 위해 BoW(bag-of-words) 벡

터로 변환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입력된

구직자 프로파일과 일자리 공고문서 벡터는 각각 별도

의 임베딩층을 거친 후 결합(Concatenation) 또는

내적(Dot Product)을 통해 통합되어 심층신경망을

통과하게 된다. BoW입력층 위에 임베딩층을 둔 것은

동일한 구직자들이 지원한 일자리들을 유사한 일자리

벡터로 표현하거나 동일한 일자리에 지원한 구직자 프

로파일을 유사한 구직자 프로파일 벡터로 투사함으로

써 학습결과 입력벡터에 시맨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최종 출력층은 해당구직자 프로파일 벡터와 일자리 벡

터 간 지원이력 등의 상호작용 내역을 나타내는 한 개

의 노드로 구성되며 상호작용 내역이 있으면 1 없으면

0을 출력하도록 학습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제시

한 내용기반 척도학습 모형은 한쪽의 신경망 입력은

구직자 프로파일, 다른 한쪽의 신경망 입력은 일자리

공고로 지정되어 입력하므로 가중치의 공유가 필요 없

다는 점이 기존의 샴신경망과는 다르다. 또한 제안된

내용기반 척도학습모형은 협업필터링기반의 추천모형

과 달리 신규구직자 또는 신규 일자리공고에 대해서도

추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내용기반 척도학습모형의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는 특정구직자가 특정일자리에 지원한 이력과 같이 사

용자(구직자)-아이템(일자리공고) 상호작용 데이터이

다. 구직자와 일자리공고에 대한 상호작용 매트릭스는

구직자와 일자리공고의 숫자가 늘어나면 매우 희박도

(Sparsity)가 높아져서 추천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내용기반 척도학습모형의 학습을 위해서는

특정구직자가 특정일자리에 지원한 이력과 같은 긍정

사례(타겟클래스가 1) 외에도 특정구직자가 특정일자

리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부정사례(타겟클래스가 0)에

해당하는 상호작용 데이터도 동시에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로 긍정사례와 부

정사례를 추가 생성하여 훈련데이터를 구성한 후 성

능을 평가하였다. 우선 임의의 구직자가 지원한 적 없

는 일자리(Unknown case)는 전부 부정사례로 간

주한다. 단, 임의의 구직자 U가 일자리 J에 지원한 경

우 일자리 J에 동시에 지원했던 다른 구직자들이 지원

한 일자리들도 구직자 U가 지원하기 적합한 일자리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은 긍정사례로 추가한

다. 긍정 및 부정사례 추가 생성 알고리듬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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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eneration of unique job list (uniqueJobList) from interaction dataset

2] For each job seeker (ui) from interaction dataset

2-1] Initialize positiveJobList and negativeJobList for ui

2-2] Create simUserList by finding all the similar job seekers who applied for the job ji applied by ui

2-3] Create positiveJobList with jobs applied by all similar job seekers in simUserList

2-4] negativeJobList = uniqueJobList – positiveJobList

2-5] Extracting n negative cases for ui from negativeJobList

<Table 1> Algorithm for Obtaining Additional Positive and Negative Cases

한편 내용기반 척도학습모형의 설계는 운영단계에

서 상호작용 사례의 수집이 늘어나 훈련에 사용되는 긍

정사례 및 부정사례의 수가 증가하면 인재매칭 성능도

향상되는 진화적 추천시스템으로의 설계가 바람직하

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임의로 생성하는 긍정 및 부정

사례의 수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면서 추천시스템의 성

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동시에 평가해 보기로 한다.

4. 실 험

4.1 데이터 셋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국내 H 헤드헌터 업체에

축적된 데이터로 6,028 명의 구직자 프로파일과 337

개의 일자리 공고 정보, 그리고 지난 수년간 이들 구직

자가 특정 일자리에 지원한 이력 데이터 6,030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데이터는 특정 구직자가 특정 일자

리에 지원한 여부 등 긍정사례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사례(Negative case)를 훈련데이터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수집된 긍정

사례 6,030(56.5%)건 외에 임의로 생성된 부정사례

4,635(43.5%)건을 추가하여 제안된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구직자 프로파일은 성별, 소재지, 대학

교, 최종학력, 전공, 경력년수, 근무회사, 스킬, 희망

연봉, 전문경력, 경력상세 정보와 장문의 이력서 정보

를 텍스트 형태로 포함하고 있다. 일자리 공고는 헤드

헌터가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오더정보로 채용직무,

기업형태, 회사소개, 직무소개, 자격요건, 우대사항

등이 텍스트 형태로 존재하는 정보이다. 마지막으로

지원이력정보는 구직자ID, 일자리 공고ID, 지원여부

로 구성된 데이터이다. 훈련용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

의 80%, 시험용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의 20%로 임

의 추출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4.2 성능평가 방법

여기서는 인재매칭 문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

하고 각각의 성능 평가지표를 제시하여 성능평가를 수

행 한다. 먼저 추천문제를 정의하는 첫 번째 방법은 특

정구직자가 특정 일자리 공고에 적합한지 여부를 예측

하는 방법으로 추천문제를 0 또는 1의 분류문제로 정

의하는 방법이다. 이때 사용되는 지표는 정밀도와 재

현율, f1, AUC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정밀도는 “추천

모형에서 긍정(‘1’)이라고 예측된 구직자-일자리 쌍 중

실제 지원한 적이 있던 구직자-일자리 쌍의 비율”로 계

산한다. 또한 재현율은 “실제 지원한 적이 있던 구직자

-일자리 쌍 중 추천모형에서도 긍정(‘1’)으로 예측된

구직자-일자리 쌍의 비율”로 계산한다. 각 성능지표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정밀도Pr ∥∥
∥∩ ∥

∩  : 긍정(‘1’)으로 예측된 구직자-일자리 쌍 중 실제

지원이력이 있는 구직자-일자리 쌍의 수

  : 긍정(‘1’)으로 예측된 구직자-일자리 쌍의 수

재현율 
 ∩  

∩   : 실제 지원이력이 있는 구직자-일자리 쌍 중 추

천모형에서도 긍정(‘1’)으로 예측된 구직자-일

자리 쌍의 수

  : 실제 지원이력이 있는 구직자-일자리 쌍의 수

   ×Pr
Pr×

한편 모형의 성능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AUC(Area

Under Curve)가 있다. AUC값은 ROC 그래프의

면적으로 계산하며 최대값은 1이 된다.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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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F+GMF CBML_CT CBML_DP

<Figure 3> Training Loss and Validation Loss by Epochs

이진분류문제의 경우 분류임계값에 따라 예측정확도

가 달라질 수 있다. 분류임계값을 낮게 설정하면 더 많

은 사례가 양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참양성율과 거짓

양성율이 모두 높아지게 된다. AUC는 특정모형에 대

해 임의의 긍정사례를 임의의 부정사례보다 더 우수한

성능으로 평가할 확률로 해석할 수 있다.

추천문제를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은 특정 사용자

에게 가장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N개의 일자리를

추천하는 Top N추천 문제로 정의하는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Top N추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성능평가 지표를 제시한다. 첫 번째 지표

는 REC@N이다. REC@N은 과거 사용자가 지원

이력이 있는 일자리 공고가 Top N추천 리스트에도

포함되어 있는지로 계산할 수 있다. 즉 REC@N은 사

용자별로 과거에 지원한 일자리 공고가 Top N추천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계산하여

전체 사용자에 대해 평균한 값으로 구해진다.

  


  




 

    if ∈  for   

where  : user,  : Job post  to which user

 had been applied

두 번째지표는보다정밀하게 Top N추천의정확도

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평균정확도 점수(AAS@N;

Average Accuracy Score)를 제안한다. AAS는 과

거 구직자가 지원이력이 있는 일자리 공고가 Top N

추천리스트에몇번째로나타났는지를고려한지표이다.

특정 구직자가 지원한 바 있던 일자리 공고가 Top N

추천리스트의 맨처음에 나타나면 1을, k번째 나타나

면 (N-(k-1))/N을, 추천리스트에 없으면 0을 점수

로 부여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한다.

  


  




 

 



where : rank of  in Top N list for 

4.3 실험 결과

실험에 사용된 첫 번째 모형은 일반화 행렬분해와

결합된 뉴럴협업필터링 모형(NCF+GMF) 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모형은 내용기반 척도학습 모형이다.

설계 대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내용기반 척도학습 모형

은 일자리공고 벡터와 구직자 프로파일 벡터를 통합하

는 방식에 따라 결합(Concatenation)방식에 의한

내용기반척도학습모형(CBML_CT)과내적(Dot Pro-

duct)방식에 의한 내용기반 척도학습모형(CBML_

DP)으로 세분된다. <Figure 3>은 각 모형별로 최적

의 에포크를 결정하기 위한 손실함수 그래프를 나타내

고 있다.

실험은 각 모형별로 최적 파라미터를 구한 후 최적

의 조건에서 추천을 수행하였다. 실험조건과 관련하여

NCF+GMF의 학습률은 0.01로 설정하였고, 구직

자 잠재벡터와 일자리 잠재벡터의 차원은 각각 2, 행

렬분해 잠재벡터의 차원은 1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CBML_CT 모형의 경우 일자리 공고 벡터와

구직자 프로파일 벡터를 표현하기 위한 BoW는 상위

2,000개의 어휘를 사용하였고 입력벡터의 길이는 50

개로 지정하고, 구직자 잠재벡터와 일자리 잠재벡터의

차원은각각 5, 학습률은 0.001로설정하였다. CBML_

DP 모형의 경우 CBML_CT 모형의 실험조건과 동

일하나 입력벡터의 길이를 100개로 지정하고, 구직자

잠재벡터와 일자리 잠재벡터의 차원은 각각 10으로

지정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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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recision, Recall, F1-Score, and AUC by Training Set

REC@N

AAS@N

<Figure 7> REC@N and AAS@N by Training Set

<Figure 4> Precision, Recall, F1-Score, and AUC by Models

REC@N

AAS@N

<Figure 5> REC@N and AAS@N by models

<Figure 4>는 각 모형별 정밀도와 재현율, F1-

Score, AUC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정밀도와 F1-

Score 측면에서CBML_DP 모형이 0.7775와 0.8446

을 기록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재현율은 CBML_CT

모형이 0.96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AUC측면

에서는 NCF+GMF가 0.8124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인재매칭 도메인에서는 구직자에게 적합한 모든

일자리가 추천되어야 하기 보다는 구직자에게 추천한

일자리가 실제 적합한 일자리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

므로 재현율(Recall)보다는 정밀도(Precision)를 높

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자리와 구직자 추천문

제에서 재현율보다 정밀도가 보다 중요한 지표라는 사

실을 감안하면 세 가지 모형 중 CBML_DP모형의 실

제 적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개의 내용기반 척도학습 모형별로 Top N의 추

천 개수를 최소 5개에서 50개까지 변화시키면서 추천

성능을 비교하였다. <Figure 5>는 내용기반 척도학

습 모형별로 REC@N과 AAS@N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실험결과 REC@N과 AAS@N 모두 CBML_

DP모형이 CBML_CT모형보다 높은 성능을 나타내

었다. 이는 구직자 프로파일 벡터와 일자리 공고 벡터

를 통합할 때 내적을 이용하여 통합하는 것이 단순연

결 방식보다 추천성능 측면에서 유리함을 보여주는 결

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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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Figure 6>과 <Figure 7>은 <Table 1>에

정의된 알고리듬에 따라 긍정사례와 부정사례를 추가

로 수집하여 훈련모형을 구성한 후 성능지표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ure 6>과 <Figure 7>에

서 TS1은 기존의 훈련데이터 셋으로 긍정사례 6,030

(56.5%)건과 부정사례 4,635(43.5%)건으로 구성되

어있다. TS2는 <Table 1>의알고리듬에의해 18,023

(74.8%)건의 긍정사례가 추가되었으며 각 구직자별

로 한 건의 부정사례를 임의 추출하여 6,061(25.2%)

건의 부정사례를 추가한 데이터 셋이다. 또한 TS3는

긍정사례 18,017(49.8%), 부정사례 18,170(50.2%)

으로 총 36,187건으로 구성된 훈련 데이터 셋이며 마

지막으로 TS4는 긍정사례 18,017(37.3%), 부정사

례 30,273(62.7%) 총 48,290건으로 구성된 데이터

셋이다.

실험결과 정밀도 측면에서는 TS4 > TS3 > TS2 >

TS1 의 순서로 나타나 긍정과 부정사례가 많이 추가

될수록 학습모형의 성능이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재현율 측면에서는 TS2의 성능이, AUC측면에서는

TS3의 성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Top N추천성능

을 나타내는 REC@N과 AAS@N 성능지표 측면에

서는 TS3가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

과를 토대로 볼 때 제안한 인재매칭을 위한 내용기반

척도학습모형은 정밀도 측면에서는 훈련데이터가 축

적될수록 높은 성능을 나타내며 재현율 측면에서는 훈

련데이터의 부정사례 비율이 일정 수준이상 높아지면

재현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구직자에게는 적합한 일자리를, 기업

에게는 적합한 구직자를 추천하는 양방향 인재매칭을

위한 내용기반 척도학습모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모

형 중 정밀도와 F1-Score 측면에서는 CBML_DP

모형이 재현율 측면에서는 CBML_CT 모형이 가장

높게나타났으며, Top N추천성능평가에서도 CBML_

DP모형이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또한 긍정사

례와 부정사례를 추가로 수집하여 훈련모형을 구성한

후 성능지표를 측정한 결과 긍정과 부정사례가 많이 추

가될수록 학습모형의 성능이 개선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내용기반 척도학습모형을 제안하였으며 제안한 모형은

양방향 추천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신규 구직자와 신규

일자리공고에 대해서도 재학습 없이 인재매칭이 가능

하므로 추천시스템의 고질적 문제인 콜드스타트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데이터 측면에서도 제안된 모형은

긍정사례 외 부정사례를 추가로 생성하여 학습에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를 획득하는 비용이 많

이 들어가는 인재매칭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

는 방법이다. 또한 제안모형은 훈련데이터가 증가할수

록 성능이 개선되는 진화적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은 90%의 정밀도를 보여주

었으나 여전히 10%의 개선여지가 남아있다. 10%의

매칭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진

부정사례를 생성하여 학습모형을 구축하는것이 요구된

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사례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임의생성방식으로 부정사례를 생성하였는데 이

렇게 생성된 부정사례는 적합한 일자리-인재 매칭임에

도불구하고단지일자리-인재 매칭이력이없기때문에

부정사례로 추가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부

정사례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고려는 인재매칭 정확

도를높이는데중요한 요인이될것이다. 한편매칭오류

개선을 위한 또 다른 착안점은 전문용어에 대한 풍부한

사전학습이다. 예를 들면 구직자의 이력서에 “자바백엔

드 개발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구인공고에는 “스프링프

레임워크 유경험자”라고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칭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문용어가 동일한 의

미로학습되어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사전훈련된

언어모델을 활용한 전이학습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연구로는 텍스트에 대한 전처리를 강화하여 성

능지표를개선하는것이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BoW

를 입력데이터로 활용하여 직접 훈련을 통해 임베딩 벡

터를 획득하고있지만이미훈련된임베딩벡터를활용

하여 전이학습 모형을 구성한다면 성능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즉 최근 최고수준의 성능을 보이는 BERT와

GPT-3와 같은 미리 훈련된 언어모델을 통해 임베딩

벡터를생성한다면인재매칭성능이한층강화될것이다.

또한 일자리나 인재추천 시 정량적 비교 기능이 추천시

스템과 결합된다면 보다 정교한 추천이가능할것이다.

예를들면, 경력은 3년이상, 학력은석사이상등과같이

구간조건을충족하는매칭이요구되는경우가많기때문

에 인재매칭 후 조건을 활용한 필터링 기능을 결합한다

면보다높은매칭정확도를기할수있을것이라판단된

다. 궁극적으로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한다면 정량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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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조건 비교기능도 추천시스템에 내재화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인재매칭 모형은 웹 API서비

스로 개발되어 상용화된 취업포탈에 적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헤드헌터 기업들이 의뢰받은 구인공고에 대해

적합한 후보 구직자를 탐색하는 과정을 자동화하거나

구직회원에 대한 개인화된 일자리 추천 등 회원 서비

스를 강화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대학과 공

공기관의 취업지원 부서에서 사용하는 취업지원 시스

템과 통합하여 구인요청에 대한 적합후보군을 발굴하

거나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추천 서비스로 활용이 가

능하다. 본 연구결과는 유래 없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일자리 탐색에 애로를 겪는 구직자 사이에

서 정보 미스매칭을 완화하는 등 구인 구직 과정에서

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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