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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평가 원추천시스템은 평가 상과제와 문가간의 과제일치도와 평가 원의 공정성  문성을 고

려하여 평가 상과제에 한 평가 원후보를 선정하기 해 개발된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 개발  활

용을 통해 평가 문기 으로서의 상  신뢰성을 강화하 고, 자동화된 업무 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어 평가 리 업무의 효율성이 획기 으로 향상되었다.

1. 서론

   매년 각종 R&D 사업에 한 평가를 진행하는 정보통

신연구진흥원(이하, IITA)에서는 약 700여개의 평가 원회 

구성과 약 4,000여명의 평가 원 이 과제평가를 해 

요구되고 있으나, 문 인 자동화 도구가 부재하여 평가

원회 구성   로세스를 담당자의 직감에 의해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평가 원추천시스템은 평가

원 문분야  과제 분야를 매핑시켜 평가 원 후보를 

확정하기 해 개발된 시스템으로서, 평가 리 부서의 업

무 효율성을 획기 으로 향상시키고, 평가 원 추천의 

문성  공정성을 제고하여 외 인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본서에서는 평가 원추천시스템 개

발에 용된 반  알고리즘  구  기술 등을 소개하

고 향후 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평가 원추천시스템 설계  구

2.1. 시스템 구성 랫폼  개념도

2.1.1 시스템 구성 랫폼

   평가 원추천시스템은 Framework을 기반으로 한 java

로 개발하 고, 마르미-Ⅲ 리기법을 용하 다.

<표 1> 시스템 구성 랫폼

구분 평가 원추천시스템 연계시스템

OS RedHat En AS R4 Sun Solaris 8

WAS JEUS EA Sever 4.1

DBMS Oracle 10g Sybase 11.5

방법론 마르미-Ⅲ Method-1

개발툴 Eclipse, ER-Win, Boland Together -

형상 리도구 SVN Clear Case

개발언어 Java(Jsp), Spring Framework Java, PB

2.1.2. 시스템 개념도

   시스템의 심 개념  연계 구성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1) 시스템 개념도

2.2. 평가 원추천 알고리즘

   평가 원추천시스템은 IITA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 

9,000건의 문가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유사 기

술 분야로 구성된 평가 상과제 분과에 문성  공정성

이 고려된 정 평가 원을 하기 한 시스템으로서, 

시스템 구 을 한 주요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2> 시스템 구  요구사항

- 평가 상 과제정보  문가정보에 한 로딩
- 평가 상 과제와 문가정보 간의 과제일치도 검증
- 평가 원 후보의 문성 검증(논문, 특허, 과제수행실  등)
- 평가 원 후보의 공정성 검증
  (학연, 지연, 경력 등 필수 배제 조건 용)
- 평가이력 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 평가 련 시스템 연계(과제 리, 자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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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요구사항을 반 하기 하여 6단계의 주요 처리 

과정을 두었고, 각각의 역할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다.

2.2.1. 문가 정보 미러링

   이기종 DBMS인 Sybase에서 리되고 있는 문가 

DB를 매일 지정된 시간에 평가 원추천시스템 DB에 미

러링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테이블 조인 등에 소요되는 

기본 속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그림 2) 문가정보 미러링 로직

2.2.2. 평가 상과제 지정

   평가 상과제의 지정은 자평가시스템에 평가 상과

제를 등록하면 이를 평가 원시스템에서 선택하여 평가

상과제의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상세정보는 과제 리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고, 필수항목 락 여부를 검증하도

록 되어 있다.

(그림 3) 평가 상과제 지정

2.2.3. 평가 상과제 분과구성

   로딩된 과제정보의 기술코드를 기반으로 자동분과를 

구성하고, 분과 구성의 합성이 검증되면 담당자의 분과

확정을 통해 최종 확정결과가 화면에 디스 이된다.

(그림 4) 분과 구성

2.2.4. 공정성 검증(1차, 2차)

   공정성 검증은 1차  2차로 나 어 진행되고, 1차 공

정성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없도록 필수배제조건을 용하

며 2차 공정성은 사용자의 선택으로 배제조건을 용한다. 

 - 필수배제조건 : 피평가기  소속자, 연구책임자와 최종학

 지도교수  학생 계인자, 평가 상과제 참여연구원

 - 선택배제조건 : 최근 3년 이내 동일기  재직경력자, 

연구책임자 최종 학 이 동일한 자, 신용도 80  이하

인자, 해당년도 평가회수 5회이상 참여자, 기피평가 원

(그림 5) 1차 공정성 검증(필수배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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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평가 원 후보 추출

   과제일치도와 문성 수를 기 으로 평가 원후보들에 

한 순 를 결정하고, 분과내의 기술분야별로 후보정보를 

표시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복된 후보가 있을 경우 

복을 제거하고, 복분야, 동일사업에 한 이  평가자 

 타평가와 평가일이 복인 자 등 필요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6) 과제일치도 계산

2.2.6. 평가 원 이력 리

   평가 원 후보에 한 추천이 완료되면, 추천후보에 

한 목록은 평가이력 DB에 기록되고, 향후 평가이력 DB를 

통해 추천이력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평가이력 조회 방식

2.3. 시스템 성능 향상을 한 노력

   평가 원추천시스템 성능에 한 목표는 시스템 구축 

기 유사시스템 벤치마킹을 통해 수립하려 하 으나, 벤

치마킹 결과 각 기 의 시스템이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특정 기 의 경우, 추천을 한 데이터 마이그 이션 등 

사  비기간이 약 1주일 정도 소요되는 등 IITA의 실

과 맞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따라서, 시스템 구조에 

합한 목표 성능을 자체 으로 수립하 고, 개발 이후 

문 인 성능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시스템 성능을 측정하

다. 측정 결과, CPU 90% 상태에서의 응답시간이 ‘분과

구성’ 단계의 경우, 기 목표치보다 최고 46배를 상회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단계는 기 목표치와 비슷한 

수 으로 측정되었다. 

   부문별 시스템 성능 향상을 한 노력은 아래와 같다.

<표 3> 시스템 성능 향상 노력

구분 내용 향상도

데이터 

처리

방식

기본 으로 데이터간 비교가 많

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데이

터간 비교횟수를 감소시키고, 

applicatoin 계산방식보다 DB계산 

후 결과값 반환 형태를 지향함

300% ⇧

한문장 쿼리 구성을 지향하여 속

도 개선에 기여

like 질의를 배제하고 오  소스 

검색엔진 활용

10,000*10건 기 주1

3000% ⇧

DB 

튜닝

쿼리분석기를 통한 튜닝작업으로 

정 인덱스 활용하여 IO cost 감소

(800ms -> 400ms)

200% ⇧

WAS튜닝 정한 Heap Memory 산정

 주1) 10,000 * 10건 : 평가 원수 * 과제수

3. 결론

   평가 원추천시스템은 앞서 기술된 랫폼을 기반으로 

단계별 설계된 추천 알고리즘에 따라 개발되어 IITA의 과

제 리시스템, 문가POOL  자평가시스템 등과 연계

되어 동작하고 있다. 기존의 수작업으로 인해 소요되는 업

무의 생산성을 30%정도 향상시켰고, 시스템을 통한 정확

한 문성/공정성 매칭으로 과제 평가의 객 성  신뢰

성도 제고시켰다. 

   그러나, 시스템 성능 측정  일정기간 시범운  결과, 

서버 자원의 사용율이 DB서버에 집 되는 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평가 원 후보 선정   로세스에 

SQL 처리가 으로 많이 소요되는 업무 특성에 따른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해서는 DB 서버의 재원을 확장하거

나 분산처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로그램단에서 업

무 규칙에 한 처리와 데이터 처리를 하게 분리하여 

DB 서버와 WAS 서버의 부하를 하게 분산시키는 방

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 시스템 운 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해 웹서버와 

WAS를 분리시키는 방안과 향후 업무량 증가에 비하여 

장기 으로 응할 수 있도록 HW 장비의 규모 산정  

확보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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