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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자료수집(데이터 크롤링)을 이용해 많은 채용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다. 현재는 StackOverflow의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저장하도록 하였다. 수집해야 할 자

료가 많아 Celery와 RabbitMQ를 사용하여 비동기 작업을 요청하여 즉시 응답을 받지 않아도 다른 일을 수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을 해당 사이트에 나열해줌으로 사용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효

율적인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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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또는 졸업생 중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하는지 공고 중인 기업 중 어느 곳이 적합한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많다.

이러한 취업준비생들은 매번 올라오는 채용 공고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이력서만 작성하다 보면 결국 본인이 원하는 경력에 

대한 직종으로 가지 못할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현재 SNS, 커뮤니티 등 많은 사람이 소통을 중요시하고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세상이기에 채용 공고, 정보를 보기 쉽고 접근하

기 쉽게 사이트에 나열하고 취업준비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혹은 

본인이 어떠한 진로를 택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SNS, 혹은 해당 

커뮤니티를 통해 더욱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 한다.

II. 본론

1. 요구분석을 통한 업무적용 범위

본 시스템은 취업하고자 하는 일반인 또는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기업이나 일반인이 사용하고 이러한 취업 관련 특성과 

정보 공유의 특성에 따라 4개의 업무 분야로 구분하였다.

업무 내용

회원관리
사용자 정보, 사용자의 개발언어, 개발희망

직종, 팔로우, 즐겨찾기를 관리한다.

게시글관리 게시글을 작성하고 삭제할 수 있다.

댓글관리 댓글을 작성하고 삭제할 수 있다.

채용공고관리 채용 공고를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다.

Table 1. 업무적용 범위

2. 개발목적

한국의 대부분 취업사이트는 모든 취업 정보를 다루거나 개발직종

의 취업 정보만 다룬다면 외국어 사이트가 대부분인데 개발직종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들이 현직에 있는 개발자 또는 직장을 다녔던 

사람들의 조언을 구할 수 있고 자료 수집(데이터 크롤링)을 이용하여 

많은 자료를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사용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3. 시스템 구성

본 시스템은 10개의 화면, 10개의 테이블과 41개의 속성으로 

이루어진 DB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수행되거나 공용으로 사용되면서 

시스템이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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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관리자 측면의 시스템 구성도

Fig. 2. 사용자 측면의 시스템 구성도

Fig. 3. 시스템 ERD

Fig. 4. 시스템 DFD

4. 개발 시스템

본 개발 시스템은 10개의 화면이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 채용 

공고를 자동으로 수집(크롤링)해오는 기능이 있으며, 매일 자정에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수집한 데이터는 자동으로 채용 DB에 저장된다.

(StackOverFlow 채용 데이터 73개 기준 2.408초 소모된다.)

Fig. 5.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III. 결론

PC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여러 사용자가 접속하여 테스트한 결과 

기존의 여러 채용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보다 3가지 효율적인 기대효과

를 볼 수 있었다.

1. SNS처럼 편리한 접근이 가능하다.

2. 자료수집을 통해 채용정보를 보여줌으로 여러 곳의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 현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기 쉽다.

이 시스템으로 취업준비생들에게서 최고의 효율로 모든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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