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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선호도 정보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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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Job Recommender System Using User
Preferenc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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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online job websites have been activated as unemployment problems have emerged as social problems
and demand for job openings has increased. However, while the online job platform market is growing, users have
difficulty choosing their jobs. When users apply for a job on online job websites, they check various information such
as job contents and recruitment conditions to understand the details of the job. When users choose a job, they focus
on various details related to the job rather than simply viewing and supporting the job title. However, existing online
job websites usually recommend jobs using only quantitative preference information such as ratings. However, if
recommendation services are provided using only quantitative information, the recommendation performance is
constantly deteriorating. Therefore, job recommendation services should provide personalized services using various
information about the job. This study proposes a recommended methodology that improves recommendation performance
by elaborating on qualitative preference information, such as details about the job. To this end, this study performs
a topic modeling analysis on the job content of the user profile. Also, we apply LDA techniques to explore topics from
job content and extract qualitative preferences. Experiments show that the proposed recommendation methodology
has better recommendation performance compared to the traditional recommendation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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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용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획과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두 직무의 업무 내용은 같지만, 실

정보기술의 발전과 모바일 기기 대중화로 인해

제 직무 자체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

다. 따라서 직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직무 자

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제품과 서

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 내용을 바탕으

비스가 꾸준히 등장하지만, 사용자들은 의사결정

로 유사한 주제를 나타내는 직무를 정교하게 분류

과정에서 오히려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필요한 정

하여 이를 추천 시스템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보를 선택할 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Su and

최근에는 정량화된 선호도 정보만을 사용하는 기

Khoshgoftaar, 2009; Park et al., 2012). 이와 같은

존 개인화 추천 서비스 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정보 과부하(Information Overload) 문제를 해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연구가 활

하기 위해 개인화 추천 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발히 진행되고 있다(Zhang et al., 2019). 대표적으

있으며, Amazon, Netflix, Google 등 세계적인 기

로 온라인 쇼핑, 커뮤니티 등에서 사용자가 직접 작

업들은 사용자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

성한 구매 후기, 제품 정보 등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

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Linden

하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Lei et al., 2016;

et al., 2003; Bennett and Lanning, 2007; Das et

Zheng et al., 2017; Cheng et al., 2018). 본 연구의

al., 2007). 최근에는 실업 문제가 사회적 해결과제

목적은 사용자들의 지원한 직무와 선호하는 직무 주

로 등장하고 구직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온라

제를 바탕으로 맞춤형 직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 취업 사이트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

것이다. 이를 위해 사용자가 지원한 직무에 대해 토

자 맞춤형 직무를 제공해주는 추천 서비스에 대한

픽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박수상, 2016).

한 주제를 나타내는 직무들을 정교하게 분류하고 이

온라인 취업 사이트에서 사용자들이 직무를 지원

델링(Topic Modeling) 분석을 수행하여 비슷

를 바탕으로 맞춤형 직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할 때 해당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토픽 모델링은 직무 소

위해 직무 내용, 채용 조건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

개 등과 같은 텍스트 데이터에서 일정한 형태를 보

한다(Al-Otaibi and Ykhlef, 2012). 이는 사용자가

이는 주제를 파악하는 분석

특정 직무를 지원할 때 단순히 직무 자체를 보고

2019). 이를 위한 다양한 분석 기 이 존 하지만, 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에 관련된 다양한 세부

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LDA(Latent Dirichlet

적인 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

Allocation) 기 이다(박상

방법이다(Jelodar et al.,
법 재

선호도 정보만을 사용하여 직무를 추천하고 있다

현 외, 2017; 이병현 외,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추천 방법론은
직무 소개에서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는 주제를 탐색
하기 위해 LDA 기법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

(Reusens et al., 2017). 이처럼 정량화된 정보만을

가 선호하는 직무 주제를 파악한다. 이처럼 유사한

사용하여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면 사용자의 개인

주제로 분류된 직무 주제를 바탕으로 최근 개인화

선호도를 반영하지 못하기에 추천 성능이 저하되는

추천 서비스 연구에서

지만 기존의 온라인 취업 사이트는 주로 광고 형태
의 직무 추천, 선호도 평점, 지원 여부 등 정량화된

법

사이언스”라는 직무에서 주로 데이터 분석 기획 및

널리 사용되는 NCF 프레임
워크를 적용하여 사용자별 직무 지원 정보 및 직무
주제 정보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방법론을 제안한
다. 즉, 직무 소개에 대해 토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

분석 수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용자 B는

하여 사용자가 지원한 직무를 연관성이 높은 토픽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무를 수행하지만, 업무 내

에 분류하고 분류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토픽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Zhang et al., 2014;
Seo et al., 2017). 예를 들어, 사용자 A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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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

출
제를 포함하는 직무에 대한 지원 여부를 나타내는
암묵적 피드백 문제로 정의하고 맞춤형 직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사용자
맞춤형 직무 추천 서비스에서 시도하지 않은 직무

행 을 도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특정 주

소개에서 연관성이 높은 직무들을 분류하고 이를
추천 시스템에 정교하게 반영하는

새로운 추천 방

법론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진행된다. 제 2
장에서는 개인화 추천 서비스와 토픽 모델링 관련
이론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추천 방법론에 대하여 단계적
으로 설명한다. 제 4장에서는 실험 데이터, 평가지
표 및 결과에 대하여 설명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결
론을 설명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계획
에 대하여 설명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음

개인화 추천 서비스 연구는 1990년대에 처 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개인화 추천 서비스는 사용자의

록 혹은 선호도 정보 등을 활용하여 사용자
합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매 기

에게 가장 적 한 아이템

것을 목적으로 한다(Park et al., 2012). 기존 개인화

협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CF) 알고리즘을 널리 사용하였으며 현재
까지도 우수한 추천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CF 알고
리즘은 사용자 혹은 아이템 간의 유사도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최종 선호도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
용자 맞춤형 아이템 혹은 서비스를 제공한다(Su
추천 서비스 연구에서는

and Khoshgoftaar, 2009). 추천 대상 사용자가 정

록

해지면 해당 사용자의 구매 기 이나 선호도 정보를

른 사용자나 아이템 간의 유사도를 계산
하여 사용자의 최종 선호도를 예측한다(Park et al.,
2012). 하지만, 새로운 사용자가 나타나면 유사도를
바탕으로 다

산

록 혹은 선호도 정보가 부족
할 수가 있다. 이처럼 CF 알고리즘은 새로운 사용자
가 나타나면 선호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Cold Start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선호
하는 아이템이지만 다른 사용자들이 해당 아이템에
대한 구매를 진행하지 않아서 추천을 제공할 수 없
는 First Start 문제점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사용
자의 구매 기록 혹은 선호도 정보가 꾸준히 증가하
면 알고리즘의 연산량이 증가하게 되어 많은 연산
시간과 연산 비용이 발생하는 확장성(Scalability)
문제점도 존재한다(Herlocker et al., 2000).
계 할 수 있는 구매 기

최근에는 이와 같은 기존 개인화 추천 서비스의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 DNN)을 CF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다양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기존 사용자와
아이템 간의 상호작용은 주로 내적을

통한 선형 학

습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He et al.(2017)는 기존

선형관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와 아이템

개인화 추천 서비스

소개된 이후

59

잠재적 요인 사이의 비선형 관계를 학습하기 위해
DNN을 적용하는 NCF(Neural Collaborative Filtering) 추천 방법론을 제안했다. 실험 결과를 통해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이 전통적인 추천 방법론
이 비해 추천 성능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
었다. Tay et al.(2018)은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LRML(Latent Relational Metric Learning)
추천 방법론을 제안했다. LRML는 메모리 모델과
어텐션 메커니즘(Attention Mechanism)을 사용하
여 잠재적 요인 대신 잠재적 관계를 학습하여 모델
의 성능을 향상했다. Netflix 및 MovieLens 데이터
를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기존의 추천 방법론과 비교
했을 때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음을 입증했다.
Hutterer(2011)와 Reusens et al.(2017)은 CF 알
고리즘을 적용하여 사용자와 직무 간의 명시적 피
드백(Explicit Feedback)과 암묵적 피드백(Implicit Feedback)을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직무를 추천
하는 연구를 제안하였으며, 암묵적 피드백을 사용
했을 때 명시적 피드백만큼 추천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또한, CF 알고리즘보다 하이브리드

이청용․전상홍․이창재․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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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알고리즘이 사용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추천하
는데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음을 입증한 연구가
있으며, 사용자 정보와 암묵적 피드백에 DNN을 적
C

법

때 LDA 기 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Griffiths and

윤

Steyvers 2004; 정영진, 조 호, 2017).

법

최근에는 이와 같은 LDA 기 을 개인화 추천 서

용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직무를 추천하는 다양한

비스에 활용하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Liu

연구가 수행되 다(Yang et al., 2017;

et al.(2011)는 i xpand

었

Qin et al.,

2020).

통해 CF 알고리즘을 적용하
면 사용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추천할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 CF 알고리즘에 DNN 결합
하여 사용하면 전통적인 추천 방법론보다 더 우수한
추천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사용자 맞춤형 직무 추천 알고리즘으로 DNN과
CF 알고리즘을 결합한 NCF 프레임워크를 적용하
여 제안한 방법론의 추천 성능을 측정하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2.2

토픽 모델링

델링은 텍스트 마이닝 연구에서 대표적으
로 사용되는 기법으로 텍스트 데이터에서 의미가 있
는 주제를 탐색하는 방법이다(Jelodar et al., 2019).
토픽 모델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에는 PCA
토픽 모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LSA(Latent Se-

재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확률 분포를
사용하는 베이즈 추론 기반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법이다(이병현 외, 2020). LDA는 문
서의 검색이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한 대표적인 알고
리즘으로 전체 텍스트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는
기법이다(Lu et al, 2011; Blei, 2012). LDA는 텍스
트에 토픽이 포함되어 있으며, 텍스트 내의 토픽은
확률 분포를 바탕으로 단어를 구성한다고 가정한다
(Blei et al., 2010). 토픽 모델링 기법은 유사한 주제
를 나타내는 텍스트를 하나의 토픽 그룹으로 구성한
다는 점에서 기존의 군집화 기법과 비슷하지만 하나
의 텍스트가 여러 토픽에 대응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군집화 기법과 차별성을 가진다. 따라서 문서,
뉴스 등 텍스트에서 토픽을 추출하여 주제를 분석하
거나 다양한 연구에서 핵심 주제를 도출 및 응용할
mantic Analysis) 등 다양하게 존 하고 있다.

E

방법론을 통해 새로운 CF
안
법
사용하여 아이템 및 사용자 관심사 간의 상호작용
을 파악하여 추천 시스템에 반영하였다. McAuley
and Leskovec(2013)는 LDA 기법을 적용하여 제
품 리뷰에서 사용자의 관심사를 추출하고 이를 MF
(Matrix Factorization) 알고리즘에 결합하여 사용
자의 선호도를 예측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
다. Wilson et al.(2014)는 평점과 텍스트를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추천 방법론은 제안했다. 구체적
으로 아이템 소개에 포함되는 텍스트를 LDA 기법
을 적용하여 아이템의 잠재적 속성을 추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도를 계산하고 최적의 이웃 사용자를
선택하여 사용자의 선호도를 예측하였다. Zhao et al.
(2015)는 사용자가 특정 아이템을 평가할 확률을
학습하기 위해 LDA 기법을 적용하고 이를 MF 기
법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추천 방법론을 제안했다.
MovieLens 및 EachMovie 데이터 세트를 사용한
실험에서 제안한 방법론의 우수한 추천 성능을 보
여주었다. Leksin and Ostapets(2016)는 채용공고
를 통해 사용자의 지원 여부를 예측하는 새로운 직
무 추천 방법론을 제안했다. 해당 연구는 CF 알고
리즘과 LDA 기법을 사용하여 구직자 정보와 직무
정보를 분류하여 구직자에게 적절한 직무를 추천하
기반 추천 시스템을 제 하였다. 이는 LDA 기 을

였다. Pavlinek and Podgorelec(2017)은 LDA 기

법을 사용하여 텍스트 데이터를 분류하여 분류된
텍스트 데이터의 라벨링 값과 실제 텍스트 데이터
의 라벨링 값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이 기존의 방법론보
다 더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또한, LDA 기법과
Word2Vec 기법을 적용하여 텍스트 데이터를 군집
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LDA 기법으로 텍스
트로 구성된 문서들을 군집화하는 연구를 제안했다
(Li et al., 2018; Onan et al., 2017).

사용자의 선호도 정보를 활용한 직무 추천 시스템 연구

살펴보면 텍스트 데이
터에 포함되는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LDA 기법을
적용하고 이를 전통적인 CF 기법에 결합하여 최종
적으로 사용자의 선호도 평점을 예측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선호도 평점 예측이 우수한 추천 성능을
기존의 대부분 선행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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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천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맞춤형 직무 추천 시스템을

백(Implicit feedback) 관련 문제로 정의하고 평점
예측이 아닌 추천 순위 예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직무
포함된 잠재적 주제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직무 간의 유사성 및 이를 활용한 딥러닝
기반의 사용자 맞춤형 직무 추천 방법론을 제안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추천 방법론은 [그림
1]과 같으며 총 3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실험을 위
해 글로벌 채용 정보 사이트 커리어 빌더(Career

이에 본 연구는 사용자와 특정 직무 사이의 상호작

Builder)에서 사용자 정보, 직무 정보 및 직무 소개

용 가능성을 예 하는 문제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

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Zhou al, 2016). 이에 따라 최근에 수행되는 많은
연구에서는 추천 시스템 관련 연구를

암묵적 피드

측

를 위해

먼저, 토픽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직무

소개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직무

함 써 사용
자가 지원한 직무에 대한 주제를 파악한다. 이를 통
해 사용자가 지원한 직무의 주제를 고려하여 CF
기반 추천 알고리즘을 구축하면 추천 성능이 제고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주제로 분류 으로

축

구 하기 위해 토픽 모
소개에

포함하는 직무 지원 기록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데이터에는 사용자가 직무에 부여한 평점 정
보가 없으므로 상호작용 여부를 예측하는 암묵적 피
드백 문제로 정의하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토픽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직무 소개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지원한 직무를 이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종
렬
마지막으로 기존 개인화 추천 서비스

토픽으로 분류하고 최 적으로 사용자-토픽 행 을

축

구 하였다.

[그림 1] 추천 방법론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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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에서

우수한 추천 성능을 나타낸 NCF 프

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추천 성능을 평가한다.
안

방법론의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해 글로벌 채용 정보 사이트 커리어 빌더에
서 제공하는 직무 지원 기록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
험에 사용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는 사용자 정보, 직
무 정보, 직무 소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존 개
본 연구에서 제 한 추천

인화 추천 서비스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평점 정

재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집

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용자와 직무 간의 상호작

측 암묵적 피드백 관련 문제로 정
프로파일을 구축했다. 이를 위해 식

용 여부를 예 하는
의하고 사용자

(1)과 같이 사용자 u와 직무 i 사이에 상호작용이

재

닌 경우에는 0으로 표시하였다.

존 할 때는 1, 아
 

interactionuser job is oberserved
(1)
 ifotherwise

여기에서 사용자 u와 특정 직무 i 사이에 상호작

재

용이 존 할 때는  는 1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 



<표 1> 사용자 지원 직무 기록 예시

User

User

Jobs

{ ,  }
{ ,  ,  ,  }
{ ,  }
{ ,  ,  ,  }
{ ,  ,  }

 
 



 
 



 





















않는

마찬가지로  가 0일 때 사용자 u가 직무 i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사용자가 직무
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He et al., 2017). 이와
같은 암묵적 피드백 데이터는 사용자의 선호도에
대한 노이즈 정보를 제공하므로 암묵적 데이터를
학습할 때 한계가 존재한다.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면 적어도 직무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
를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무에 대한 네거티브 피드백(Negative
Feedback)이 부족하므로 직무에 선호도 정보를 확
인하기 어렵다(Lee et al., 2008; He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암묵적 피드백 관련
연구의 전략을 참고하여 사용자와 직무 사이에 상
호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는 문제로 정의
한다(Hu et al., 2008; He et al., 2017). 이에 따
라, 수집한 데이터에서 사용자가 지원한 직무 기
록이 <표 1>의 예시와 같으며, 여기에 식 (1)을
적용하여 <표 2>의 예시와 같은 사용자-직무 행
렬  ∈  을 구축할 수 있다.
다.

1단계 : 사용자 프로파일 정의

보는 존 하지

사용자 u가 직무 i 를 선호하는 것을 의미하지

Jobs

{ ,  ,  }
{ ,  }
{ ,  }
{ ,  ,  }
{ ,  ,  }

 



 



 
 









 





















<표 2> 사용자-직무 행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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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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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텍스트 전처리 및 토픽 모델링
두

번째 단계에서는 수집한 데이터에서 직무 소

개의 주제를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 데이터에서 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토픽 모델링 기법
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수집한 직무 소개
텍스트 데이터를 [그림 2]와 같이 전처리 작업을 수
행하였다. 직무 소개에는 태그, 특수 부호, 기호 등
실제 분석 과정에서 분류 성능을 저하할 수 있으므
로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또한, “I”, “my”, “she”
등 불용어는 텍스트에서 나타내는 빈도수는 많지만
큰 의미가 없으므로 제거하였다. 이처럼 실제 분석
에 필요하지 않은 기호나 텍스트를 제외하고 나머
지 텍스트는 모두 소문자로 변환하여 최종적으로
직무별로 토큰화 작업을 통해 키워드를 추출한다.
다음으로 Python 기반으로 배포된 Gensim 패키
지를 사용하여 직무 소개의 주제를 분석하고 각 직
제를

무를 가장 연관성이 높은 토픽으로 분류하였다.

법

델링 분석을 수행할
때 토픽의 개수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통계적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적절한 토픽 개수를 설정할 수 있다
(김지원 외, 2020). 본 연구에서는 LDA 관련 연구
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Coherence Score를 바탕
으로 최적의 토픽 개수를 설정하였다(O’callaghan
et al, 2017). <표 3>의 예시는 직무별로 각 토픽에
연관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LDA 기 을 적용하여 토픽 모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델링 관련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표
4>와 같이 직무-토픽 행렬  ∈
을 구축하
기존 토픽 모

 ×  



였다. 여기에서 직무 i와 토픽 t 사이의 연관되는 토

[그림 2] 텍스트 전처리 과정

율

픽 비 이 가장 높을 때 해당 직무 i 를 토픽 t 에 분

머
표시하였다(박상현 외, 2017). 마지막으로 앞서 도
출한 사용자-직무 행렬과 직무-토픽 행렬에 식 (2)
을 적용하여 사용자와 토픽에 대응하는 행렬을 도출
하였으며, 구체적인 도출 과정은 [그림 3]과 같다.
류하고 1로 표시하였으며, 나 지 토픽에는 0으로

<표 4> 직무-토픽 행렬 예시
Topic 1 Topic 2 Topic 3 Topic 4 Topic 5


1

0

0

0

0



0

0

1

0

0



0

1

0

0

0



0

0

0

1

0



0

0

0

0

1



1

0

0

0

0



0

0

0

0

1

<표 3> 직무별 토픽 연관 비율 예시
Topic 1

Topic 2

Topic 3

Topic 4

Topic 5



0.026001

0.011345

0.025443

0

0



0.022201

0.021564

0.031582

0

0



0.021027

0

0.014544

0



0

0.032516

0

0

0.021515



0.010101

0

0

0

0.0345844



0.021478

0

0

0.014442

0



0.021451

0

0

0.021546

0.03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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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용자-토픽 빈도 행렬 병합 과정 예시
(2)

   ⋅

먼저, [그림 3]과 같이 사용자-직무 행렬(a)과 직
무-토픽 행렬(b) 간의 행렬 곱셈을 통해 사용자-토
픽 빈도 행렬(c)을 도출한다(현윤진 외, 2015; 정영
진, 조윤호, 2017). 또한, 사용자와 토픽 간의 상호작
용 발생 여부를 예측하는 암묵적 피드백 문제로 정
의하기 위해 사용자와 토픽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
하였으면 1로 표시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0으로 표
시하여 최종적으로 <표 5>와 같이 사용자-토픽 행
렬  ∈
을 도출하였다(Koren, 2008). 이
를 통해 사용자가 각 토픽에 분류된 직무의 지원 여
  ×  



부와 사용자가 해당 토픽에 대한 선호도를 간접적으
로 파악할 수 있다.

3단계 : 딥러닝 기반 추천 시스템 구축
본 연구에서는 개인화 추천 서비스 관련 연구에

널리 사용되는 CF 알고리즘에 DNN을 적용하
여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 NCF 프레임워크에 포함
된 3가지를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의 추천 성능을 평가하였다(He et al., 2017).
NCF 프레임워크는 정형화된 평점 선호도 데이터
가 아닌 상호작용 가능성이 큰 제품을 추천하는 암
묵적 피드백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즉,
서

사용자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표 5> 사용자-토픽 행렬 예제
Topic 1 Topic 2 Topic 3 Topic 4 Topic 5
 

1

0

0

0

1

 

1

0

1

1

1

 

1

1

0

0

0

 

1

0

1

1

1

 

1

0

0

0

0

 

0

1

1

0

1

 

1

0

1

0

0

 

1

1

0

0

0

 

1

0

0

1

0

 

1

0

1

0

1

측

추천 순위 점수를 예 하여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MLP(Multi Layer Perceptron) 알고리즘
은 사용자 잠재적 벡터(Latent Vector)와 직무 잠
재적 벡터를 비선형 형태로 학습시키고 상호작용
여부를 예측하기 위해 DNN을 적용하였다. [그림
4]에서 입력 데이터  와  는 각각 사용자와 직
무를 One-Hot Encoding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입력 데이터의 차원의 크기가 커질수록 대
부분의 값이 0으로 표현되는 데이터 희소성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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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NeuMF 알고리즘

생

임베딩 레이어를 통해 기존
의 희소한 데이터 차원을 밀집 형태의 차원으로 표
현되는 사용자 잠재적 벡터 U 와 직무 잠재적 벡터
V로 변환한다. 이처럼 변환된 잠재적 벡터를 레이
어 층을 통과시켜 상호작용 여부를 예측하는 과정
이 MLP 알고리즘이며 식 (3)과 같이 정의할 수 있
다. 최종적으로 Sigmoid 활성화 함수를 통해 사용
자와 직무 간의 상호작용 여부를 예측하여 나타낸
것으로 0과 1 사이의 확률값으로 표현된다. 또한,
추천 목록의 크기 K 에 따라 확률값이 가장 큰 상위
발 하게 된다. 따라서

K 개의 직무를 선택하여 사용자에게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    (3)

 

 

임베딩 벡터를 나타내고  는
직무 임베딩 벡터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  ,
 은 각각 L번째 레이어의 ReLU 활성화 함수, 가중
치 그리고 편향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GMF 알고리즘은 전통적인 MF 알고리
즘을 일반화하여 Element-wise 연산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림 5]와 같이 입력 데이터에서 사
용자 A와 직무 B는 임베딩 레이어를 통해 각각 사용자
잠재적 벡터 U 와 직무 잠재적 벡터 V로 변환된다.
이는 앞서 방법과 같이 입력된 사용자와 직무가 모두
고차원의 희소한 벡터로 표현되기 때문에 효율적으
여기서 
 는 사용자








Job Latent Vector

U



[그림 4] MLP 알고리즘


        ⋯  

User Latent Vector



차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GMF 알고리즘을 식 (4)와 같
이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여 사용자와 직무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다.
로 분석하기 위해 저 원의



    
 ⊙

(4)

MLP 알고리즘에서 사용된 같
은 사용자 임베딩 벡터와 직무 임베딩 벡터를 나타
내고 있다. GMF 알고리즘에서는 사용자 잠재적 벡
터 U 와 직무 잠재적 벡터 V는 각 행렬의 원소를 곱
하는 Element-wise 연산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MLP 알고리즘보다 사용자와 직무의 상호작용 관
계를 학습하는데 더 효율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서  와  는


  
 ⊙

      ⋯  




   ⋯    (5)

 

 



       



마지막으로, NeuMF 알고리즘은 [그림 6]과 같
이 MLP 알고리즘과 GMF 알고리즘의 출력 결과
를 결합하여 사용된다. 식 (5)와 같이 두 알고리즘
의 출력 결과를 결합하고, 여기에 가중치를 곱하고
 를
Sigmoid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여 최종 점수 
 는 사용자 u와 직무 i 간의 상
예측한다. 여기서 
호작용 가능성을 확률로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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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GMF 알고리즘

4. 실험 데이터 및 결과
실험 데이터 및 성능평가

안
방법론의 성능을 평
글로벌 채용 정보 사이트 커리어 빌더
에서 제공하는 직무 기록 관련 데이터 651,638개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데이터에는 156,258명
사용자와 27,198개 직무 및 직무 소개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암묵적 피드백 데이터를 사용하여
딥러닝 기반 추천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기 위해 사용
자가 실제 지원하지 않은 직무를 임의로 선택하여
학습 데이터에 포함하는 네거티브 샘플링(Negative
Sampling) 전략이 필요하다(He et al., 2017). 본
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사용자가 실제 지원한
직무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지원 여부를 예측 변수로 설
정하여 모델을 학습하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지
원하지 않은 직무가 실제 지원한 직무보다 많으므
로 지원하지 않은 직무를 모두 학습 데이터로 사용
할 때는 학습하는 과정에서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기존 관련 연구의 방법을 참고
하여 실제 지원한 각 직무에 4개의 네거티브 샘플
링을 설정하고 실험을 수행하였다(He et al., 2017).
추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순위 예측 관련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Leave-One-Out 평가 방법
을 적용하였다(Bayer et al., 2017; He et al., 2017).
본 연구에서 제 하는 추천

가하기 위해

재

않는 100개의 직무를 무작위로 샘플링하
여 100개 직무 중 테스트 데이터의 순위를 평가하
는 기존 연구의 평가 방법을 사용했다(He et al.,
2017). 평가지표는 순위 예측 관련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Hit Ratio(HR)와 Normalized Dis존 하지

User Latent Vector



4.1

각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직무
에서 한 개의 직무는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여 나
머지는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다. 특히 모든 직무에
대하여 순위 점수를 예측하려면 많은 연산 시간과
이를 위해



Output
Layer

counted Cumulative Gain(NDCG)를 사용하여 Top-

리스트의 추천 성능을 측정했다(He et al., 2015).
HR 평가지표는 추천 순위의 성능을 평가할 때,
각 사용자의 추천 목록 순위에 테스트 데이터가 존
재하는지를 측정하는 평가지표로 식 (6)과 같이 계
산할 수 있다.
10

  
   (6)
      

식 (6)에서 K는 추천 목록의 크기를 나타내고
Number of H its는 추천 목록에 테스트 데이터가
존재하는 사용자의 수를 나타내며, Number of
M isses는 추천 목록에 테스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의 수를 나타낸다.
HR 평가지표는 추천 목록에 포함되는지를 확인
하는 지표로 추천 순위에 따른 정확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

록

서는 NDCG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추천 목 에서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였으며 이는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상위 순위의 직무에



 



  


log   



(7)



식 (7)에서 K는 추천 목록의 크기를 나타내고, j
j번째
위치에 있는 직무의 관련성을 나타낸다. 테스트 데
이터에서 j번째 직무를 지원하면  는 1로, 지원하지
않으면 0으로 간주하였다.
는 추천된 직무를 나타내고,   는 추천 순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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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방법론의 추천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해 적용한 NCF 프레임워크의 각 알고리즘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최적화 알고리
즘(Optimizer)은 관련 연구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

법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본 연구에서 제 하는

이를 위해 LDA 기

Coherence Score를 바탕으로 최적의 토픽 개수를

출
우에는 같은 토픽으로 분류되어 텍스트 간의 유사
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Coherence Score가
가장 높은 지점을 최종 토픽 개수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토픽의 개수를 0부터 5500까지 적
용하여 최적의 토픽 개수를 도출하였다. [그림 7]은
토픽 개수 별 Coherence Score를 나타내고 있으며,
도 하였다. 여기에서 Coherence Score가 높은 경

준 Adam을 적용하였다(Kingma and Ba, 2014). 본

측정
므 손실 함수는 Binary
Cross-Entropy를 적용하고, Epoch는 알고리즘별
로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횟수로 설정하였다.
Embedding 크기는 16으로 설정하고 Batch 크기는
64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은 CPU Intel
Core i5-9400F, 16GB RAM, GeForce RTX 2060
환경에서 수행되었다.
연구는 사용자와 토픽 사이에 상호작용 여부를
하는 이진 분류의 문제이 로

4.2

토픽의 개수가 2,500개 일 때에 Coherence Score

른 토픽의 개수보다 높게 나타내고 있으므로
최종 토픽의 개수로 선택하였다. <표 7>은 직무
소개에 토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부분적
가 다

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직무 간의 유사성을 파악하

슷

실험결과

기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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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비 한 주제를 나타내는 직무들을 분류하고 이

방법론에서는 직무의 유사성을 고려

를 추천 시스템에 반영하여 기존의 전체 직무를

함하는 방법론과 비교하였다.

않고 전체 직무를 사용하여 추천 서비스를 제
공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론은 직무 개수가
증가할수록 데이터 희소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직무 제목은 다르지만 직무 내용은 유사한 경
우가 많으므로 유사한 직무를 분류하여 추천 시스
하지

포

템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방법을 참고하여 직무 간의 유사성을
분석하여 비슷한 주제를 나타내는 직무를 분류하
였다(현윤진 외, 2015; 정영진, 조윤호, 2017). 먼저
토픽 모델링 연구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LDA
기법을 적용하여 최적의 토픽 개수를 선택하였다.
기존 연구의

[그림 7] 토픽 개수에 따른 Coherence Score 결과

<표 7>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예시
Topic 1

Topic 2

Account

Administrative

Accounting
Assistant

Administrative
Opportunties

Account
xecutive

Administrative
Support

Accounting
Clerk

Administrative
Staff

…

E

…

Topic 3

Electronics
Assembler
Electronics
Assembly
…
Electronics
Repair
Electronics
Equipment

Topic 4
Insurance
Insurance
Compliance

…

Insurance
Pre-Authorization
Insurance

Verification

Topic 5

Health

Health Service
Agent
…
Health Care
Health Care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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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방법론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의 추천 목록에서 HR 성능과 NDCG 성능
을 평가하였다. 첫 번째, HR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그림 8]과 같이 추천 목록의 크기를 1부터 10까지 설정하
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Existing”은 모든 직무를
포함하는 기존의 추천 방법론을 나타내고 “Proposal”
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유사한 주제를 나타내는 직무를
분류하여 반영하는 추천 방법론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
서 제안한 추천 방법론의 경우 기존 추천 방법론과
비교했을 때, 추천 목록의 크기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우수한 추천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
에서 제안한 추천 방법론이 기존 추천 방법론과 비교
본 연구에서 제 한

(a)

MLP-HR@K

MF-HR@K

(b) G

MF-HR@K

(c) Neu

[그림 8] 추천 목록 크기에 따른 HR 결과

했을 때 각각 평균적으로 7%(MLP), 11%(GMF), 14%
(NeuMF)만큼 HR 성능이 개선되었다.
두 번째, NDCG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추천 목록
의 크기를 1부터 10까지 설정하고 [그림 9]와 같이
제안한 추천 방법론의 NDCG 성능을 평가하는 실험
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추천 방법론의
경우 기존 추천 방법론과 비교했을 때, HR 성능과
마찬가지로 추천 목록의 크기에 상관없이 전체적으
로 우수한 예측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 추천 방법론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추천 방법론의 NDCG 성능은 각각 평균적으로 8%
(MLP), 16%(GMF), 26%(NeuMF)만큼 개선되었다.

(a)

MLP-NDCG@K

MF-NDCG@K

(b) G

MF-NDCG@K

(c) Neu

[그림 9] 추천 목록 크기에 따른 NDC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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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체적인 소개 등 정성적인 선호도 정보를 정교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적
용할 수 있다. 최근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용자 선
호도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정량적인 평점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구매 여부, 클릭
여부 등 암묵적 피드백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연

하게 반영하여 추천 성능을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 추

상호작용 정보를

본 연구에서는 직무 자체만을 고려하는 기존 직
무 추천 서비스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직무에 대

향상하는 새로운 추천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
용자 프로파일의 직무 소개에 대해 토픽 모델링 분
석을 수행하여 직무 간의 유사성을 파악하여 비슷
한 주제를 나타내는 직무를 분류하여 새로운 사용
자-토픽 행렬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 맞

천 분야에서 유사한 직무를 분류하고 이를 추천 시
스템에 반영하여 추천 성능을 평가하였으나 제품에
대한 소개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와 제품 간의 상

른 분야에도 적용

호작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
할 수 있다.

음

셋째, 온라인 취업 사이트 실무자에게

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을

다 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기존 온라인

위해

취업 사이트에서 직무를 추천할 때 주로 광고 형태

글로벌 채용 정보 사이트 커리어 빌더에서 제
공하는 직무 지원 기록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
용하였다. 실험 결과 모든 직무를 포함하는 기존 추
천 방법론과 비교했을 때 유사한 주제를 나타내는

의 추천, 선호도 정보, 지원 여부 등 정량적 정보만

했

을 반영하여 직무나 서비스를 제공 다. 이는 사용

직무를 분류하고 이를 추천 시스템에 반영하는 본

혹은 행동 패턴 정보를 통해 실제
사용자가 특정 직무를 선호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

연구에서 제 하는

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량적 정보들은 실제 선호

안 방법론이 더 우수한 추천 성능
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학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최근에는 실업 문제가 사회적 해결과제로

자의 선호도 정보

재
락키

도를 나타내는 데 한계가 존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추천을 제공할 때 성능을 하 시 는 요인을 작용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 맞춤형 직무 추천 서비스를

새로운 직무 추천 방법론을 제안하여 전통적인
방법론에 비해 우수한 추천 성능을 확인함으로써 기
존 온라인 취업 사이트 추천 서비스 전략에 대하여
재고의 여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공할 때 직무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반영하는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과 추후 연구계획은 다

등장하고 구직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온라인 취
업 사이트가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직무를 선택할
때 직무 내용 등 세부적인 정보는 중요한

역할을 하

위해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에 직무 추천 서비스는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직무 기록 관련

광고 형태의 추천, 선호도 정보, 지원 여부 등 정량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해당 직무를 지원할

적 정보만을 사용하여 직무를 추천하였다. 본 연구

가능성을 예 하는

에서는 직무 내용에 대하여 토픽 모

였다.

델링 분석을 수

탐색하고 사용자의 정성적 선호도를
정교하게 추출하여 새로운 사용자 프로파일을 구축
하는 새로운 추천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
정량적 정보만을 고려하는 연구에 국한되지 않고 텍
스트 데이터 등 정성적 선호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추천 성능을 향상하게 시킴으로써 사용자 맞춤형
직무 추천 서비스 연구의 확장에 기여한다. 둘째, 영
행하여 주제를

화 소개, 상품 소개 등 제품에 대한 소개와 사용자

측

암묵적 피드백 문제로 정의하

그러나 연구에서 고려한 사용자, 직무 속성
이 제한적이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다양한 속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 특성, 직무

카테고리 등 추가적인 정보들을 고려하면 추천 성
능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텍스트
전처리 과정에서 오픈 소스(Open Source) 라이브
러리 패키지를 사용하여 불용어 제거, 토큰화 등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분야에 따라 사용되는 불
용어, 단어 등이 다르므로 추가 연구를 통해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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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축

분야에서 적 한 사전을 구 하여 텍스트를 정교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셋째, 본 연
구에서는 토픽 모델링을 수행할 때 기존 연구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LDA 기법을 적용했다. 최근
에는 토픽을 추출할 때 딥러닝 사용하는 다양한
기법들이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추후 연
구에서는 이와 같은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토픽을 정교하게 추출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추천 방법론의 추천 성능이 더욱 향상될 수 있을
하게 정제하는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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