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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취업을 희망하는 대다수 구직자들은 유용한 취업정보를 얻기 위하여 취업 관련 사이트를 이

용하고 있으며, 취업정보에 대한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로 인해 취업정보 사이트들도 그 수가 증가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취업정보 사이트들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어 구인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취업정보 미스매치 완화를 위하여

대학의 가족회사와 소속 학교 대학생 간 맞춤형 취업정보제공 시스템을 제안한다.

ABSTRACT

A great number of job seekers are referring to job search sites in order to obtain useful 
information about employment and the number of job search sites is increasing owing to the 
various needs of the job seekers. The main role of such sites, however, is merely an information 
provider, and this causes the mismatch between the potential employers and the employee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a customized job information system between college students and 
affiliated companies so as to mitigate the chance of misma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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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대학의 취업률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각 대학들은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 및 유용한

취업정보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1], 학생들 또한 자신의 직업선택 및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취업률 향상

을 위해서는 구인‧구직자 간의 정확한 정보 교류

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취업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대다수의 구직자들은 취업정보 사이트를

이용하여 취업정보를 수집한다[2,3]. 그러나 대부

분의 취업정보 사이트들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

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대학에서 운영하

는 사이트들도 일방적인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

는 실정이다[4]. 이러한 단순 정보제공 방식은 구

인‧구직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여 취

업 미스매치 현상을 초래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학생들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고자 대학의 가족회사와 소속 학교 대학생

간의 맞춤형 취업정보제공 시스템을 제안한다. 

Ⅱ. 제안 시스템

본 장에서는 제안시스템의 개발환경, 시스템 구성

방법, 실질적인 시스템 구현 현황 및 시험결과에 대

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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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양

개발언어 php5, Javascript, CSS3
Server CentOS6

Database MySQL5

표 1. 시스템 개발환경

2.1 시스템 개발 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한 맞춤형 취업정보제공 시스템

은 php와 MySQL DB를 기반으로 구현하였으며,

상세사항은 아래 표 1과 같다.

2.2 시스템 구성

제안시스템은 기업과 학생의 효율적인 구인 구직

종합정보지원 시스템 구현을 목적으로, 키워드 검색

을 통한 맞춤형 취업 정보제공, 마이페이지를 통한

개인 정보의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강화하

였다.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제안시스템의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회사는 관리자의 승인절차 완료 후 회

원으로 가입되며, 세부 기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회원들로 하여금 관심 기업의 일반적인 현황

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학생은 소속 학생여부의 인증절차를 거친

후 회원으로 가입되며, 자신의 이력서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구직절차를 위한 정보를 손쉽게 관리 및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가족회사는 매칭 시스템을 통해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만으로 분류된 구직 리스트를 통해 학

생들에게 취업제의를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회사에

구직신청서를 제출한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넷째, 학생은 매칭 시스템을 통해 자신이 사전에

등록해 놓은 분야의 구인정보만을 제공받아 그 중

원하는 기업을 선택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함으로

써 기존의 일방적인 정보제공의 형태보다 훨씬 간

편하게 구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2.3 시스템 구현

위와 같은 시스템 구성 및 운영 절차에 따라 UI

설계와 시스템을 구현하고, 그 기능을 시험하였다.

먼저 가족회사의 구인정보 등록 및 관리 페이지

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가족회사 마이페이지 화면

학생회원의 구직정보 등록 및 관리 페이지는 그

림 3과 같다.

그림 3. 학생회원 마이페이지 화면

마지막으로 회원을 관리하고 등록된 자원을 파악

하기 위한 관리자 페이지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관리자 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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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시스템 시험 결과, 가족회사 및 학생회원이

사전에 등록해 놓은 검색 키워드를 기반으로 개인

별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소요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으며, 대학의 가족회사와 재학생 간

의 특화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로 상호간의 유기적

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취업정보 미스매치를 완화하고자

대학의 가족회사와 재학생 간의 맞춤형 취업정보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시스템은 기존의 일방적인 정보제공 형태의

취업정보 사이트를 개선하여, 개인별 기업별 검색

키워드를 기반으로 선별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

필요한 정보검색 소요시간을 단축하였다. 또한 쌍방

향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여 가족회사-학생 간 커뮤

니케이션 창구로써의 활용이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대학의 가족회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정보 시스템의 구현은 양질의 정보

교류 및 특화된 정보 제공으로 학생 취업률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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