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한 인사채용 측 

시스템 설계

김용우
*
, 박석천

**
, 홍석우

***
, 김태엽

****  

*가천 학교 일반 학원 모바일소 트웨어학과
**가천 학교 컴퓨터공학과 정교수(교신 자)

***
화이트정보통신 사업총  부사장

****화이트정보통신 제품개발  장

e-mail: caruisa@hotmail.com

Design of Prediction System for HR Recruitment 

Using BigData Analysis Technology

Yong-Woo Kim
*
, Seok-Cheon Park

**
, Suk-Woo Hong

***
,
 
Tae-Youb Kim

****

*Dept. of Mobile Software, Gachon University
**Dept. of Computer Engineering, Gachon University(corresponding author)

***
White Information Networking co., ltd

요       약
  정보기술의 발달로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정보의 요성

은 더욱 더 요해지고 있다. 이런 사회 상에 맞춰 인 자원 솔루션에서도 빅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인 자원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빅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인사채용과 련된 데이터들을 추출하고 분

석하여 구직자의 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측하는 시스템을 설계하 다.

 구직자  이직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단

어와 특정 단어의 언  빈도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추출 된 데이터는 통계를 내어 데이터의 특성에 맞

게 분류하여 분류된 데이터는 연 된 속성에 의해 그룹화 한다. 

 그룹화 된 정보를 분석하여 구직자의 성과 능력을 고려한 직업을 측하는 정보로 도출하여 직업

을 추천 할 수 있는 측 시스템을 설계하 다.

Ⅰ. 서 론

  정보기술의 발달로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

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정보의 요성은 더욱 더 

요해지고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시

에서 수많은 정보들  활용 목 에 맞는 정보만을 추출

하여 이용 가능한 기 만이 무한 경쟁 속에서 생존 가능

하며 이용 목 에 맞는 정보를 정보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보를 편하고 쉽게 이해 되도록 정보를 시각

화하여 제공하는 방법에 해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연구

하고 있다.

 이런 사회 상에 맞춰 인 자원 솔루션에서도 빅 데이

터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인 자원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

는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빅 데이터의 도입으로 인하여 인 자원 기능이 변하고 

있으며, 인 자원 시스템은 기존의 인사 시스템에 비해 수

많은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기

업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의 실마리를 제시해주고 있

다.

 특히, 인 자원과 련된 의사결정은 기업에 큰 효과

를 가져오는 요한 요소이므로 과학  분석, 객  증거

를 기반으로 한 체계 인 자료 근거 하에 의사결정을 하

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의사결정에 가장 큰 도움을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데

이터의 사실 기 을 토 로 재와 미래의 변화를 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 빅 데이터 기술을 

용하여 인 자원 솔루션 사용자들의 욕구를 충족 시켜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며 사용자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 정보까지 측하여 업무 효율성의 증가를 도모하여 

기업 이윤의 증가와 원활한 인사 리를 이룰 수 있는 인

자원 솔루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구직자의 성과 능력  수 을 고려한 

직업을 측하기 해 빅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인사채용 추천 시스템을 추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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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술 

도입

빅데이터 활용 

기업

인 자원 분석 

기업

Oracle(OBIA) I.B.M Xerox

Sap
Google 

Microsoft
PNC 이낸셜

Workday 구

로 스

Ⅱ.  련 연 구

  일반 으로 인 자원 시스템에는 인사, 보상, 채용, 평

가, 교육이 있으며 최근 동향에 맞추어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와 로벌 인 자원이 추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e-HR의 동향은 빅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를 얼마나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로 바 고 있으며 이미 세계

인 기업들은 오래 부터 빅 데이터의 요성을 인식하고 

빅 데이터를 인사시스템에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표 1)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

 세계 인 기업인 Oracle(OBIA), SAP(Workforce 

Intelligence), Workday(Big Data Analytics)은 빅 데이터 

기술을 인 자원 솔루션에 도입하고 있으며 아이비엠, 구

, 마이크로소 트는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에 정

인 향을 주고 있다.

 재 인 자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과 향상 된 기업으

로 제록스와 PNC 이낸셜, 구 , 로 스, PWC등이 있으

며 고성과 DNA찾기, 외부 입  내부 충원 고민 해결, 

구성원 몰입 향상 활동 등으로 통해 성과가 향상되고 있

다[1].

 인 자원 솔루션에 빅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업과 이해당

사자  사용자들에게 측정보를 제공해주고 시각화하는 

기술은 세계 을 필요한 기술이며 더욱 확산될 것이다.

치를 차지하고 있다.

           

Ⅲ. 인 자원 시스템의 구조 설계

3.1 인 자원 시스템의 구조

  인사채용 측 시스템을 설명하기 해 일반 기업의 인

자원 시스템 구조는 (그림 3.1)과 같다.

 어 터를 통해 외부 시스템의 데이터를 어 터 장소와 

데이터 수집기에 데이터를 달한다.        

 어 터 장소는 분류에서 데이터를 송하면 분류은 분

류 기 에 따라 데이터를 그룹화 하여 캡슐화 시킨다. 분

류 기존은 리자 제어기에 의해 제어 당하며 리자 제

어기는 시스템 리자에 의해 제어 당한다. 

 어 터를 통해 흘러 들어온 외부 데이터는 데이터 수집

기에 수집되며 사용자 로그인/로그아웃, 사용자가 데이터

를 이용한 자료 황은 웹 로그 리에 의해 데이터의 양

을 제한 할 수 있다. 측 도구는 데이터 수집기에 수집된 

일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최 의 정보를 제공하기 

해 측된 정보를 제공한다. 측 도구는 이벤트 제어기에 

향을 미치며 이벤트 제어기는 리자 장소와 연결되

어 있다. 

 데이터 수집기에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 생성기에게 데

이터를 송하고 데이터 수집기에게 받은 데이터는 데이

터 생성기에 의해 규칙 인 데이터 리스트를 생성  유

사한 데이터를 분류하게 된다. 데이터 생성기를 통해 시각

화 도구와 텍스트 도구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시각화  자연어 처리를 한다. 

(그림 3.1) 인 자원 시스템 개요도

 시각화 도구와 텍스트 도구를 거쳐 가공 된 정보는 일반 

직원 데이터 인터페이스와 장  데이터 인터페이스 그

리고 리자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일반 직원, 장

, 임원 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시스템에 의해 일방 으로 알려주는 정보로는 사용자의 

요구들을 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구들을 

해결하기 해 사용자가 시스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각화 도구와 텍스트 도구에서 가공된 

정보는 사용자 요구에 의해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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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에 요청 할 수 있다. 사용자 요구는 사용자가 필요한 정

보를 데이터 수집기에 수집된 데이터를 선별하여 데이터 

생성기를 거쳐 사용자에게 사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3.2 인 자원 시스템의 모듈 정의

 인  자원 시스템의 구조를 분석하여 인 자원 시스템의 

모듈을 정의하면 (그림 3.2)와 같다.

 일반 직원, 장 , 임원  마다 각 직 마다 다른 정보

를 제공하며 정보에 한 제어는 리자가 한다.

 분류와 분류 기  모듈에 한 알고리즘 추가가 필요하

다. 시각화 모듈에 해선 시각화 하는 용 방식에 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림 3.2) 인 자원 시스템 모듈 정의

3.3 인  자원 채용 측 시스템 설계

 빅 데이터에서 추출한 비정형화된 데이터와 기존 시스템

과의 데이터를 맵핑하고 맵핑한 정보는 측 제어기에 의

해 사용자의 요구사항들에 부합하는 정보로 가공 된다.

 각 직 마다 필요한 정보가 다르고 사용자  직원들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차가 필요하다.

 리자에 의해 제어되는 요인들의 항목을 늘려 더욱 유

동 인 인 자원 시스템이 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빅 데이터에서 추출한 데이터와 기존 시스템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맵핑 시킨 후 분류기 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한 

후 분류 된 데이터는 통계를 내어 결과 값을 보여주는 빅

데이터와 기존 시스템을 맵핑하고 구조는 (그림 3.3)과 같

다.

(그림 3.3) 빅데이터와 기존 시스템 맵핑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사채용 측 시스템

을 (그림 3.4)와 같이 설계하 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특정 단어의 언  빈도를 추

출하여 분류  통계를 낸 후 연 된 하  단어들을 그룹

화 시켜 상  단어에 포함시킨다. 상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하  단어의 복되는 단어를 추출하여 복되는 단

어와 가장 유사한 직업에 한 정보를 분석한다.

(그림 3.4) SNS를 이용한 인사채용 측 시스템 설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사용자들의 욕구를 충족 시켜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며 구직자의 성과 능력을 고려

한 직업에 한 측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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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정보기술의 발달로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

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정보의 요성은 더욱 더 

요해지고 있다.

 이런 사회 상에 맞춰 인 자원 솔루션에도 빅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인 자원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빅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인사채용과 

련된 데이터들을 추출하고 분석하여 구직자의 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측하는 시스템을 설계하 다.

 특히, 인 자원과 련된 의사결정은 기업에 큰 효과

를 가져오는 요한 요소이므로 과학  분석, 객  증거

를 기반으로 한 체계 인 자료 근거 하에 의사결정을 하

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빅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인사

채용과 련된 데이터들을 추출하고 분석하여 구직자의 

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측하는 시스템을 설계하

다.

 구직자  이직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특정단어와 특정 단

어의 언  빈도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추출 된 데이터는 

통계를 내어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분류하여 분류된 데이

터는 연 된 속성에 의해 그룹화 한다. 그룹화 된 정보를 

분석하여 구직자의 성과 능력을 고려한 직업을 측하

는 정보로 도출하여 직업을 추천 할 수 있는 측 시스템

을 설계하 다.

 이를 통해 원활한 인사 리를 하여 기업 업무의 효율성

과 이윤의 증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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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13년도 지식 경제부의 SW 문인력양성사

업의 재원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고용계약형 SW석사

과정 지원사업(HB301-13-1003)으로부터 지원받아 수행되

었습니다.

 참고문헌

[1] 원지 , “사람에 한 통찰력 데이터 분석으로 높인   

    다”, LG경제연구원, 2012.

[2] 김미정 외 5, “페이스북(Facebook)상에서의 인 계  

    친 도 시각화 : 페이스북 상에서의 인 계의 가치  

    상  계에 따른 친 도 분석  시각화“, 한국      

    HCI학회논문지, 2011.

[3] 김용규, 이상선, “인터랙티  옵티컬아트로 표 한     

    SNS 향력의 정보 시각화”, 인제 학교 디자인연구  

    소 학술 , 2013.

- 10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