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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셜 네트워크는 인  네트워크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거나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시스템이다. 소
셜 네트워크가 많이 활성화 되고 있지만 구성원간의 연 성 악, 직  계가 없던 구성원간의 연

결 등을 통하여 계를 확 해 나가는 것을 돕는 시스템은 아직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의 

취업 네트워크를 2차원 화면에 시각화를 통하여 취업 멘토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하 다. 
   취업 멘토 네트워크 시스템은 취업 졸업생 멘토의 출신학교, 취업회사, 동아리, 학과, 출신고등학교

에 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학생 멘티가 이를 활용하기 한 심있는 멘토 필터링, 카테고

리 검색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한 자바 애 릿을 이용해 웹상에서 가능함으로써 시공간 인 검색 

제약을 없앴다. 완성된 시스템은 졸업생 멘토와 재학생 멘티의 계 형성을 효과 으로 지원한다. 

1. 서론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회  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한 계를 갖는 사람

들 간에 존재하는 네트워크 연결을 말한다. 인간 계를 

악하기 한 연구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꾸 히 진행되어 

왔으며, 유즈넷, 아 넷, LISTSERV, 자 게시 (BBS),  

등을 시작으로 정보기술 분야에서도 진행되고 왔다[1]. 

   소셜 네트워크가 많이 활성화 되고 있지만 구성원간의 

연 성 악, 직  계가 없던 구성원간의 연결 등을 

통하여 계를 확 해 나가는 것을 돕는 시스템은 요한 

연구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의 시스템에서는 소셜 네트워

크 시각화를 통하여 쉽게 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

스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를 들어, Vizster[2]는 미

국 버클리  학생인 Jeffrey Heer에 의해 만들어진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시각화 도구이다. 사람들 간 계를 한 사

람을 심으로 그물과 같이 보여주는 동시에 남여성비, 연

령 , 결혼여부 등 구성원들의 비교도 가능  해 다. 

한, Polyphonet[3]은 웹으로부터 소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소셜 네트워크 시각화 시스템들은 단순히 사람

들 간의 직 인 계정보만을 나타낼 뿐, 그 이상의 정

보를 표 하고 있지 않다. 한 시각화된 네트워크의 각 

구성원간의 연결을 통하여 심 인물에게 가장 빠르게 

근하는 방법을 악하거나 구성원간의 연 성, 직  

계가 없던 구성원간의 연결 등이 가능해 계를 확 해 

나가는 것을 돕는 시스템은 부족하다. 이 같은 시스템을 

구 한다면, ․고등학생의 진로 측, 학 재학생들과 

졸업생을 연결해주는 취업 멘토-멘티 교류, 통신, 은행, 선

거 측 등 사회 반 인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 학생들의 최  심사인 취업을 지원

하는 졸업생 취업자 멘토 네트워크를 시각화 하는 로그

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2. 멘토 시각화 시스템 구조

   학 멘토 네트워크 시각화 시스템은 취업을 한 졸업

자 멘토를 상으로 한다. 그들의 회사, 출신고교, 학 동

아리, 학과 등의 카테고리에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한 다음 2차원으로 4가지의 카테고리에 하여 동시에 시

각화를 하여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시각화된 시스템은 멘

티인 재학생 들이 본인의 취업 희망 회사, 출신고교, 학 

동아리, 학과에 따라 멘토를 시각 으로 검색하여 멘토와 

연결을 지원 받는 취업 맨토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도우시스템에서 오라클 DBMS(Oracle 

9i)[4], 자바 JDK 6.0을 이용하여 이클립스(galileo버 ) 환

경에서 개발되었다. 시각화를 한 개발 라이 러리는 

Processing[5]을 사용하 다. 

   시스템 구조도는 그림 1과 같다. 멘티의 인터페이스는 

시각화 모듈의 지원을 받아 멘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

며, 멘토의 데이터와 인터페이스를 리하는 멘토 시스템

은 데이터 입력  카테고리 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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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취업 멘토 네트워크 시스템 구조도 

3. 멘토 시각화 시스템 구

3.1 멘티 인터페이스

   멘토는 졸업생  취업자로 소속회사, 출신 고등학교,  

학시  동아리, 재학 시 소속 학과에 한 정보를 갖는

다. 멘토 시각화 시스템은 사용자인 학 재학생 멘티가 

본인의 취업 희망 회사에 따라 해당 회사에 본인의 학과 

선배, 출신 고등학교, 소속 동아리에 따라 근성이 가까

운 멘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멘토 데이터는 학의 지원을 받아 확보하며 기 데

이터는 엑셀 일로 량 로드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실험 데이터를 재한 멘티의 인터페이스는 그림 2와 

같다. 그림에서 4개의 모서리는 각각 멘토의 소속회사, 출

신 고등학교, 동아리, 졸업학과이다. 노드는 멘토 각각을 

시각화한 것이고 에지는 멘토가 소속된 4개의 카테고리 

각각에 연결된다. 드래그앤드롭(Drag and Drop)을 이용하

여 각 노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선택된 노드는 

노란색 배경에서 분홍색 배경으로 바 어 시각화된다. 

 

3.2 멘티 인터페이스 시각화 방법

  본 로그램이 실행될 때, 데이터베이스에 장되어 있

는 멘토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멘토 노드 객체를 생성한다. 

화면에 각 노드들은 랜덤하게 좌표를 생성하여 표 된다.　

각 노드들은 생성 후 해당 카테고리에 한 에지를 4개까

지의 생성한다. 이 때 각 에지들은 노드의 앙값과 카테

고리 버튼의 앙값을 가지고 있고, 이를 이용하여 화면에 

선으로 표 된다.

3.3 멘토 검색

   멘티의 인터페이스에서 멘토노드의 검색은 체노드를  

한 번에 검색할 수도 있지만 부분의 경우 데이터 량이 

방 하기 때문에 필터링을 통해 검색하는 기능이 필요하

다. 로, 그림 3은 출신고교가 ‘자운고’이거나, 출신동아리

가 ‘ 스’이거나, 출신학과가 ‘인터넷정보’이거나 재직 인 

회사가 ‘기아’인 노드들만을 필터링 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때, 선택된 조건에 2개 이상을 만족하고 있는 데이터의 

노드는 빨간색으로 변한다.  

   화면에 노드의 수가 많아질수록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

가 불편해 진다.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하여 그

림 4와 같이 원하는 데이터만을 확 하여 볼 수 있다. 원

하는 구역을 사각형으로 볼 때 왼쪽 상단 꼭지 과 오른

쪽 하단 꼭지 을 오른쪽 마우스로 한번 씩 선택해주면 

선택된 부분에 한 확  창이 보이고, 이를 통해 원하는 

부분을 자세히 볼 수 있어 원하는 멘토 노드를 쉽게 검색

할 수 있게 된다. 검색된 정보는 로그램을 종료한 후에

도 볼 수 있도록 캡쳐가 가능하다. file-capture 메뉴를 

르면 원하는 경로에 재 화면을 장할 수 있다.

(그림 2) 사용자(멘티)의 인터페이스 

(그림 3) 멘토 카테고리 필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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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확 된 카테고리 검색 화면  

   본 로그램을 사용자가 좀 더 유용하고, 쉽게 이용하

기 해 웹과의 연동이 용이한 애 릿을 이용하여 만들

었다. 

   한 개의 카테고리의 원소 수가 많아지면 2차원 화면에 

표시하기가 어려워진다. 카테고리 내의 특별한 원소 검색

을 하여 그림 5와 같이 카테고리 원소 찾기 기능을 이

용할 수 있다. 제의 경우 회사명 ‘LG’를 찾는 사례이다.

  

(그림 5) 카테고리 원소 찾기 기능

3.4 카테고리 리

   카테고리의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그림 6과 같이 카테

고리 수정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메뉴에서 ‘카테고리 설

정(set Categories)’을 들어가게 되면, 재 창에 한 정

보로 Category가 그림으로 뜬다.  화면에 있는 것은 

Toggle 버튼이 려져 있고, 새로 지정하기 해 버튼을 

클릭하면, ‘방향 설정(set Direction)’으로 방향을 설정한다. 

그림 7은 그림 2 시 화면에서 카테고리 방향이 변경된 

이다. 

4. 결론

   취업 멘토 네트워크 시스템은 졸업생 멘토를 시각화 

하는 도구로 재 학생들의 최  심사인 취업 멘토-

멘티 연결을 한 로그램이다. 멘토의 네트워크를 2차원

에 시각화하여 구축하고, 구축된 네트워크를 멘티가 속

하여 가장 본인의 심사에 가까운 회사에 근무하는 멘토 

 출신고등학교나, 소속학과로 친 한 계를 유지할 수 

있는 멘토링이 가능한 멘토를 연결하는 로그램이다. 

   시스템은 멘토 노드를 2차원 맵에 표 하기 해서 각 

멘토 노드를 각 카테고리에 링크로 연결시킨다. 구 된 시

스템은 자바 애 릿을 이용하여 웹상에서도 속이 가능

하도록 하 다. 

   아직은 시범 인 시스템이지만 실제 학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노출시켜 으로써 유용성을 검증하

는 것이 필요하다.  본 로그램이 학 내 정보만을 이

용한 취업 멘토-멘티 연결에 그치고 있지만, 응용을 확장

하여 카테고리 검색이 필요한 소셜 네트워크 분야에 사용

이 가능하다.

(그림 6) 카테고리 방향 변경 기능

(그림 7) 카테고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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