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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간편하고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여 구인구직 정보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후,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손쉽게 구인구직 

정보를 작성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자료를 검색하고 면접후기와 같은 정보를 공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키워드: 안드로이드, 이력서, 광고,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 시간활용

I. 서론

기존에 나와 있는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들과 달리, 사용자들 

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차별점을 두었다. 구글 

맵과 연동하여 취업자의 집의 위치나 회사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찾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하여 그 회사의 정보를 바

로 알 수 있다. 실행 중 찾는 회사나 구직자에게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다양한 직업분야의 면접정보 및 후

기를 공유함으로써 그 분야의 면접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였다. 차트를 이용하여 현재 사람을 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통계를 내려 미리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준비를 하거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많은 직업분야에 대하여 정보를 얻으면서 직업 구

하기가 한결 편해지리라 예상된다.

II. 본론

1. 프로그램의 개발

그림 1. 구인구직 앱 메뉴

Fig. 1. App Menu for the App

위의 그림1은 구입 구직 앱 메뉴를 나타낸다. 프로그램은 

JAVA와 Eclipse를 이용하여 개발하였으며, 테스트 디바이스로는 

갤럭시S를 사용하였다. 디자인, 프로그래밍, 스토리 등으로 작업을 

나누어 개발을 하였다.

2. 앱의 주요 메뉴 화면

(1) 구인구직 메인페이지 (2)구인정보조회

(3) 구인정보 입력 (4) 구직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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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직정보입력

그림 2. 구인구직 앱 주요 메뉴 화면

Fig. 2. Main Menu Screen for the App

3. 앱의 주요 부가적 기능 

(1)구직 입력란에서 사진 

올리기 

(2) 연락처를 2~3초 간 눌러 

전화걸기

(3)홈페이지 주소를 2~3초 간 

눌러 회사홈페이지로 접속

(4)구인정보에서 회사주소를 

2~3초간 눌러 지도표시

(5)구인정보 조회 차트 (6)구직정보 조회 차트

(7) 핸드폰끼리 정보공유 

그림 3. 앱의 주요 부가적 기능

Fig. 3. Additional Function in the App

III. 결론

기존에 나와 있는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들과 달리, 사용자들 

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차별점을 두었다. 구글 

맵과 연동하여 취업자의 집의 위치나 회사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찾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하여 그 회사의 정보를 바

로 알 수 있다. 실행 중 찾는 회사나 구직자에게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추후에는 업데이트를 통하여 다양한 기능(동영상, 음성) 등을 

추가하여 사용자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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