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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장이 사라지면서 중년층은 재취업을 희망하고, 매년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취업 포털 사이트를 이용

하는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자들에게 채용공고 정보를 제공해 주기위해서 보편적으로 

Python 언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고 수집한다. 하지만, Python은 다중 프로세스 기반을 갖춘 PC가 

보급됨에도 불구하고 단일 프로세스로 처리하는 한계를 보이며, 나머지 프로세스에서는 데이터 처리를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된 Python에서는 다중 프로세스로 처리 가능함에 따

라 이를 이용한 채용 공고 수집기를 개발을 제안한다. 제안한 다중 프로세스를 사용한 수집기는 단일 프로세

스보다 처리성능이 최대 3.42배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다중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채용 공고를 

수집한다면 기존보다 더 빠른 데이터 처리와 데이터 수집 능력을 갖췄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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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취업포털 사이트의 방문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1]. 

제안한 채용공고 수집기는 구직을 희망하는 이용자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Python 언어로 데이터를 

수집한다.[2][3]. 하지만, 다중 프로세스 기반을 갖춘 컴퓨터가 보급됨

에 따라, 다중 프로세스 기반을 갖춘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기존 Python

에서는 단일 프로세스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나머지 프로세스를 사용하

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4] 그러나, 개선된 Python 에서는 다중 프로세

스를 지원하여 기존 Python 보다 더 빠른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가진다

[5]. 따라서 다중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채용공고 정보를 수집한다면 

기존보다 더 빠른 데이터 처리와 데이터 수집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본 논문은 Python 언어 기반의 다중 프로세스를 이용한 채용공고 

단어 수집 방법을 제안한다.

II. 설계 과정

제안한 채용정보 수집기에서 채용정보를 수집하고 단어를 처리하는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Fig. 1. 프로세스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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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채용정보 수집기에서 실행하는 프로세스 개수는 최소 1개에

서 최대 4개까지 지원가능하며, 개발환경은 아래 [표 1]과 같다. 

수집 과정 중에 존재하는 메타데이터 사전은 별도로 용어사전에서 

분류한다[6].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집한 채용공고 페이지에서 수집한 

단어와 연관되는지 비교 후 단어 출력을 통해 결과를 나타내었다.

III. 실험

CPU Intel i7 2.6Ghz (4 Core/ 8 Thread)

RAM 16GB

개발언어 Python 3.6

Table 1. 개발환경

별도의 용어사전에서 분류한 IT분야의 메타데이터 사전의 단어는 

총 6314개이고[6], 채용공고 사이트의 트래픽 및 방어적인 대응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수집한 페이지는 4페이지, 200개의 채용공고로 

실험하였다. 아래 [표 2]의 실험결과는 프로세스 수에 따른 처리 

시간이다. n은 프로세스의 수를 나타낸다.

n = 1 n = 2 n = 3 n = 4

처리

시간 (초)
130 63 62 38

Table 2. 실험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세스 1개를 사용할 때보다 프로세스 

4개를 사용할 때 3.42배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V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ython 언어 기반의 다중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채용공고 단어 수집방법을 제안하였다. 다중 프로세스로 처리하였을 

때 기존보다 3.42배 더 나은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개발은 채용 공고를 분야별로 확대하여 키워드에 맞는 통합 

채용 공고 수집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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