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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기업에 편중된 구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교의 학생 정보를 통해 중소기업과의 취업으로 연계하는 스마트 매

칭 시스템의 설계를 제안한다. 기존 취업 포탈 사이트 에서는 업종과 직종을 직접 찾아들어가야 하는 매칭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교 DB에 있는 학생 정보를 직업들과 매칭하여 주는 스마트 매칭 시스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제안한 스마트 매칭 시스템은 업종과 직종을 찾아 들어가야 하는 기존에 시스템을 로그인만 하면 바로 학과 정보, 
지역 정보에 맞는 채용 공고를 자동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대학생과 중소기업 간의 취업률을 높일 것으로 예측한다.

키워드: 업종/직종에 따른 직업 분류(Occupational Classification On Business), 학부에 따른 직업 분류(Occupational 
Classification On College)

I. 서 론

우리나라의 기업 수를 보면 대기업은 0.1%를 차지하고 중소기업이 

99.9%를 차지한다. 또, 대기업의 종사자 수는 12.3%이고 중소기업은 

87.7%에 달한다. 대기업의 수는 0.1%이지만, 종사자 수가 12.3%으로 

보아 대기업에 취업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취업 포털 사이트의 대부분은 지역, 경력, 업종/직종으로 

채용 공고나 인재 정보를 분류하고 있다.
본 논문은 대학생의 학과 정보와 지역 정보를 채용 공고와 연결하는 

스마트 매칭 시스템을 제안 한다. 이 시스템은 학생이 학번을 갖고 

로그인을 하면 자신의 학과 정보와 지역에 맞는 중소기업을 자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기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

II. 관련 연구  

기존에 운영되는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는 업종 필드, 직종 필드, 
직업명 필드로 이루어져 있는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직업 

분류는 업종과 직종에 대한 지식이 적은 대학생들에게는 비효율적인 

분류이다. 그러므로 대학생이 쉽게 직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학생의 

전공을 대분류로 하는 직업 분류를 새로 만들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스마트 매칭을 위한 직업 분류는 대학의 학부-학과 분류를 바탕으로 

하여 학부 필드, 2차 분류 필드, 직업명 필드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생의 학과 정보를 스마트 매칭을 위한 직업 분류의 

학부 필드와 연결하여 학생이 학번을 갖고 로그인만 하면 자신의 

학과 정보와 지역 정보에 맞는 중소기업을 자동으로 나타내어 주는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다.

III. 설 계

본 논문에서는 학생이 로그인을 하면 그 학과 정보와 지역 정보에 

맞는 중소기업을 자동으로 나타나게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1은 스마트 매칭에서의 데이터의 흐름 나타내어주는 DFD이다.

그림 1. 스마트 매칭 데이터 흐름도

Fig. 1. Smart Matching Data Flo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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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업종에 따른 직종 분류

Table 1. Occupational Classification On Business

표 1은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업종에 따른 직종 분류이다. 전기·전자·
정보·통신 업종에 전기·전자관력 직종과 정보통신 관련직이 존재한다. 
아래의 직종들은 전기·전자·정보·통신 업종이라는 분류에서 서로 동일

한 위치에 있다. 표 1의 직업 분류는 대학생들의 업종, 직종에 대한 

지식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실무에서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기 전까지 업종, 직종에 대한 구분을 자세히 알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이 좀 더 쉽게 구직에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학생의 학과 정보를 이용하여, 그 학과 정보에 맞는 구인업체를 추천해 

주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표 2. 학부에 따른 직업 분류

Table 2. Occupational Classification On College 

표 2는 본 연구에서 개발 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업종/직업명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학부에 따른 직업 분류이다. 
위의 직업 분류는 업종과 연계되는 학부를 도출해내어 학부/직업명

의 구조를 만들고 학부당 직업명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직업명을 대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개발자, 관리자, 기획자 

등의 분류를 만들어 학부-직업분류-직업명의 형태로 만들어내었다.

그림 2. 로그인 알고리즘

Fig. 2. Login Algorithm

표 2를 이용한 스마트 매칭 서비스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는 가장 먼저 학생이 로그인을 하면 학과 정보, 지역 정보를 

세션으로 등록하고 등록된 세션을 이용하여 로그인한 학생의 학과 

정보와 지역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학생의 거주지와 현재 전공을 

바탕으로 한 채용 공고를 브라우저에 나타나게 해주는 알고리즘이다.

IV. 구 현

스마트 매칭 시스템은 ASP, CSS, JQuery, Ajax를 이용하여 개발하

였다. 디자인은 CSS로 작성하였고 애니메이션 부분은 JQuery 라이브

러리를 많이 이용하였다 대표적으로 ColorBox, Ajax가 있다. 그리고 

DB를 컨트롤하기 위해 ASP를 사용하였다.

그림 3. 채용 공고 화면

Fig. 3. Employment Notice View

그림 3은 로그인 후에 나타난 채용 공고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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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상세 검색 화면

Fig. 4. Detail Search View

그림 4를 통해서 채용 공고의 조건을 변경 할 수 있다. 크게 조건은 

지역, 경력, 학력, 업종/직종, 검색 조건으로 나뉘어 있다. 지역은 

광역시, 특별시에 관한 정보를 콤보 박스에서 선택하면 그 선택한 

정보에 따라서 구에 관한 정보가 나타난다. 구를 클릭하면 색이 변경되

어 선택된 것임을 나타내어 준다. 경력 조건은 두 개의 콤보 박스로 

이루어져 콤보 박스 1 ~ 콤보 박스 2의 DB SQL을 생성해낸다. 
학력 사항을 선택하면 그 학력사항에 맞는 채용 공고가 나타난다.  
그리고 업종/직종은 총 3개를 선택 할 수 있다. 업종/직종은 학부-2차 

분류-직업명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학부를 선택하면 2차 분류가 

나타나고 2차 분류를 선택하면 직업명이 나타난다. 그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직업에 따라서 채용 공고가 나타난다. 검색어는

입력한 내용이 채용 공고의 제목과 일치하면 그 채용 공고를 나타내어 

주는 조건이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업종과 직종을 

직접 찾아 들어가는 시스템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대학생이 중소기

업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대학생의 전공과 지역 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만 하면 직업을 자동으로 나타나게 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로그인만 하면 대학생들이 업종과 직종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학생에게 맞는 채용 공고를 나타내어 주기 때문에 

대학생이 좀 더 쉽게 중소기업의 취업문을 두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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