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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아

르바이트생 3,198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부당대

우 경험’을 주제로 설문조사 실시 결과 아르바이트

생 10명 중 4명은 부당대우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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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흔히 겪는 부당대우

의 유형은 임금체불(38.6%)이고, 그다음으로 최저임

금 보다 낮은 급여(24.5%), 수당 없는 연장근무 등 

과잉근무(15.2%) 등이 있었다 [1].

알바천국이 2017년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아르

바이트생 944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르바이트  출퇴근 기록 방법

으로는 “수기기록”이 41.6%로 가장 많았으며, “기록

하지 않는다(31.9%)”, “출퇴근 기록 전문 서비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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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ly, the record of part-timer is mainly written in handwriting or using excel work
schedule, paper work recorder, and time attendance program using POS program. And,
work table, commute records, paycheck are managed separately. Time-attendance information
is not linked and is managed separately, and payment of wages is often not done accurately.
And, it is difficult to pay the wages because it is not able to accurately grasp the state of
attendance of part-tim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a transparent wage and work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trust between the owner and the part-timer. In this paper,
we design a system that can perform real-time commute check using beacon, transparent
wage management, wage calculation by automatic calculation, and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owner and the part-timer. We have also implemented a store management mobile
application using Android Studio 2.3, Eclipse, Android 5.1 and Beacon devices in a MySQ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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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12.4%)”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2].

알바천국이 2017년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아

르바이트생 1,546명을 대상으로 ‘알바생과 임금체불 

경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6.9%가 임금 체불을 

경험했으며, 임금 체불 유형으로는 “월 임금 전체 

미지급(27.2%)”이 가장 많았다 [3].

알바천국이 고용주 58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

시한 결과 아르바이트생에게 실망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91.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실망스러운 

순간 1위는 무단결근, 무단지각 등 근태가 불량할 

때(54.1%)가 꼽혔다. 다음으로 대책 없이 너무 쉽게 

일을 그만둘 때(26.8%), 할 일은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할 때(22.3%)도 실망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4].

이와 같이 현재 아르바이트생의 출퇴근 기록은 

주로 수기로 작성되거나 엑셀로 만든 근무표, 출퇴

근용지 기반 출퇴근 기록기, 지문인식 기반 출퇴근 

기록기, POS 프로그램을 이용한 근태 관리 프로그

램 등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근무표, 출퇴근 기록,

급여정산 등이 따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근태 관

련 정보들이 연계되어있지 않고 따로 관리가 되고 

있어 임금 지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점주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근

태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등 임금 지불에 

있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점주와 

직원 간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투명성 있는 임금 및 

근무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콘을 이용한 실시간 출퇴근 체

크, 투명성 있는 임금 관리, 자동계산을 통한 임금 

계산, 점주와 직원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비콘은 블루투스 기반으

로 근거리 내에 감지되는 스마트 기기에 각종 정보

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무선 통신을 말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아르바

이트생 관리와 관련된 앱들을 비교 분석하고, 3장에

서는 비콘을 이용한 매장 관리 앱이 구현된 것을 시

나리오를 바탕으로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본 절에서는 아르바이트 출퇴근 기록과 관련되어 

많이 사용되는 앱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관련 기술

인 비콘에 대해 기술한다.

2.1 알밤
현재 아르바이트 시급 관리 앱 중에 가장 많이 사

용하는 앱이다 [5]. 아르바이트생의 출퇴근 기록 관

리, 자동 급여 계산 등의 근태관리 기능은 물론, 급

여일에 세무사에게 직원의 급여 내역을 전송하는 원

천징수처리 서비스까지 근태 관리 솔루션을 제공한

다.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이 직원용과 관리자

용 앱이 각각 있다.

<그림 1> 알밤 관리자용 앱

알밤 관리자용 앱은 2개의 타입으로 구분되어 출

퇴근 기록기와 자동급여 계산기가 있다. 관리자용 

앱 중 출퇴근 기록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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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들의 출퇴근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② 알밤 전용 비콘을 이용하여 출퇴근 확인

③ 맞춤 근무표

④ 출퇴근, 지각, 조퇴, 결근등 정확한 근태 관리

⑤ 전국매장 직원관리

⑥ PC 웹 관리자 지원

알밤 관리자용 앱 중 자동급여계산기의 주요 기

능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 급여 계산 

② 일당 월급 시급계산, 추가수당, 주휴수당, 4대 

보험이 반영된 실급여정산 내역

알밤 직원용 앱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쉽고 빠른 출퇴근 체크 :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알밤 직원용 앱으로 출퇴근 체크

② 근무기록 확인 : 나의 출퇴근시간 및 근무시간 

바로 확인

③ 출퇴근 시간체크 : 지정된 시간에 푸쉬 메시지

로 출근 시간 체크

④ 근무기록 수정요청 : 나의 근무기록을 확인하

고, 관리자에게 수정 요청

⑤ 공지사항 확인 : 관리자가 보내는 중요한 메시

지를 실시간으로 확인

<그림 2> 알밤 직원용 앱

알밤은 탈퇴기능이 없고, 매장 스케줄만 있고 직

원 개인 스케줄 관리 기능은 없다.

2.2 시급계산기- 알바매니저 2
아르바이트를 할 때 주기적으로 일급을 기록해서 

관리하는 앱이다 [6]. 주 기능인 급여저장 외에도 알

바토크, 급여달력, 월별 그래프, 알바별 그래프, 엑셀

파일 공유, 주간 날씨, 백업 등이 있다.

<그림 3>과 같이 알바매니저 2는 출퇴근 관리 기

능에 유용한 비콘 기능이 없고, 일급 기록을 위주로 

하는 앱이다.

<그림 3> 시급계산기- 알바매니저 2

2.3 알파
알파는 점주용 앱과 알바용 앱을 연동해서 같이 

사용하는 앱이다 [7].

<그림 4>와 같이 점주용 앱의 주요 기능은 다음

과 같다.

① 출퇴근 관리 및 실시간 알림

② 실시간 급여 합계

③ 주휴수당(주간평균기준, 근로계약서기준) 계산

④ 가불관리

⑤ 특정 기간 급여(시급,주급,월급) 정산내역 확인

⑥ 매장 관리 근무내역 비공개 설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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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알파 점주용

<그림 5>와 같이 알바용 앱의 주요 기능은 다음

과 같다.

① 근무자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출∙퇴근 체크

② 퇴근시 실시간 급여합계 확인

③ 출퇴근 및 시급기록은 점주(관리자)앱과 공유

④ 점주가 입력한 가불합계가 앱에 보여짐

⑤ 시급은 1분, 10분, 30분, 60분 단위로 설정됨

(점주 권한)

⑥ 요일별로 시급을 다르게 설정 가능(점주 권한)

⑦ 이달과 지난달의 출퇴근 기록을 "급여내역"에

서 확인 가능

<그림 5> 알파 알바용

2.4 비콘(Beacon)
비콘(beacon)은 근거리에 있는 스마트 기기를 자

동으로 인식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 통신 장치로써 블루투스 비콘(Bluetooth

Beacon)이라고도 한다. 근거리 무선 통신인 NFC는 

10cm 이내의 근거리에서만 작동하지만 비콘은 최대 

50m 거리에서 작동할 수 있다. 비콘 기술을 이용하

면 쇼핑센터, 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야구

장 등을 방문한 고객의 스마트폰에 할인 쿠폰이나 

상세 설명 등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8].

비콘의 작동원리는 <그림 6>과 같다. 블루투스가 

켜진 스마트폰은 비콘이 발신하는 식별정보를 찾아

내고 서버에 전송하여 이와 일치하는 정보를 제공 

받는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에서는 비콘 서비스를 

위한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블루투스가 켜져 

있어야 한다.

<그림 6> 비콘의 작동원리

비콘을 활용한 국내외 몇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

다. <그림 7>과 같이 '핑크라이트(Pinklight)' 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김해 경전철 구간에 시

범적으로 운영된 캠페인으로 핑크라이트라는 열쇠

고리 모양의 발신기(비콘)을 소지한 임산부가 부산

도시철도 3호선을 타면 임산부 배려석에 설치된 핑

크라이트 수신기가 비콘의 신호를 감지해서 불빛과 

음성안내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있는 일반 승객이 

양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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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핑크라이트(Pinklight) 캠페인
천주교 서울대 교구는 교구 내 모든 성당에서 비

콘 서비스를 시작했다. 비콘 서비스는 성당을 방문

했을 때 ‘매일미사’ 앱 알림 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방문한 성당 소식과 정보, 주보 내용 등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10].

해외의 사례를 보면, 애플은 전용 비콘 단말기인 

아이비콘(iBeacon)을 이용하여 미국 내 애플스토어

와 슈퍼마켓에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11]. 2015년 7월에는 구글이 비콘 플랫

폼인 에디스톤 (Eddystone)을 발표했는데, 에디스톤

은 안드로이드는 물론이고, iOS에서도 사용될 수 있

고, 기존 하드웨어도 간단한 펌웨어 업데이트로 적

용할 수 있다.

Ⅲ. 비콘을 이용한 매장관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본 절에서는 비콘을 이용한 매장관리 모바일 어

플리케이션인 ‘알바인(AlbaIn)’ 구현에 관해 기술한

다. 기존 매장관리 앱은 실시간 출퇴근 체크, 임금 

자동계산, 점주/직원 앱 분리 등의 기능이 있으나 

캘린더기능이 없고, 부가적으로 앱을 다운받아야 하

거나 일정을 공유하는 기능이 없다. 따라서 알바인

은 기존 앱과 차별성을 두어 공유 캘린더를 통한 일

정 공유, 점주/직원 앱 통합, 게시판 기능을 추가하

였다.

3.1 알바인(AlbaIn) 설계
<그림 8>과 같이 알바인의 기능은 점주와 직원이 

구분되어 있다. 알바인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실시간 출퇴근 체크 (비콘 이용) : 비콘 신호 

수신 범위 내에서만 입력 가능, 입력받은 정보

로 급여 계산

② 캘린더 공유 : 매장 내 직원들의 근무 일정 공

유 및 변경 가능

③ 실시간 근무 내역 확인 : 현재까지의 근무한 

모든 매장의 급여 내역 확인(직원), 현재까지

의 모든 직원의 근무 급여내역 확인(점주)

④ 자동 임금 계산 : 출퇴근 입력 정보를 이용해 

급여 계산, 추가수당 (주휴수당/야근수당) 계산

⑤ 점주 스케줄러 : 매장 내 업무 관리를 위한 스

케줄러

⑥ 직원 개인 일정 캘린더 : 직원 개인의 일정 관

리 및 확인을 위한 캘린더

⑦ 공지사항 게시판 : 점주가 매장 내 공지사항 

업로드 하는 게시판, 직원은 읽기만 가능 

⑧ 마음의 소리 게시판 : 직원들이 애로사항 등을 

업로드하는 익명게시판, 점주는 읽기만 가능

<그림 8> 알바인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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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의 기능 구조도는 <그림 9>와 같다.

알바인의 점주 메뉴 구조도는 <그림 10>과 같다.

알바인의 직원 메뉴 구조도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알바인 직원 메뉴

3.2 알바인(AlbaIn) 앱 구현
알바인(AlbaIn)은 Window10 운영체제에서 

Android Studio 2.3, Eclipse (JSP,Tomcat8.0),

MySQL환경에서 Android 5.1 (Lollipop), Beacon

(BeaFon 비콘 i9)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매장관리 모

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다. 본 절에서는 알바

인(AlbaIn)의 주요 기능을 위주로 구현 내용을 기술

한다.

1) 점주 모드의 주요 기능

점주는 <그림 12>와 같이 매장을 등록하고, 매장 

목록 선택하면 해당 매장의 공유 캘린더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림 13>은 공유 캘린더 기능으

로써 날짜를 클릭하면 해당 날짜의 모든 근무 일정

을 보여준다. 그리고 일정 변경 승인 페이지로 이동

하고, 내용을 확인한 후 승인을 할 수 있다.

<그림 13> 공유 캘린더

<그림 9> 알바인 기능구조도

<그림 10> 알바인 점주 메뉴
<그림 12> 매장 등록 및 매장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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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는 출퇴근 체크 기능으로써 출퇴근을 

클릭하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입력되고, 매장 

내 모든 직원의 현재 급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는 스케줄러 기능으로써 스케줄 내용

을 보여주고, 글쓰기 페이지로 이동하여 스케줄을 

입력하고 저장할 수 있다.

2) 직원 모드의 주요 기능

<그림 16>은 직원이 매장을 찾는 기능으로써 매

장이름으로 검색한 후 목록을 클릭하면 근무 일정 

등록 페이지로 이동하고, 가입 요청을 전송할 수 있다.

<그림 17>은 비콘을 이용한 출퇴근 체크기능으

로써 비콘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블루투스를 활성화

하고, 출퇴근 체크를 하면 그 시간이 출근 또는 퇴

근 시간으로 입력된다.

<그림 17> 출퇴근 체크

<그림 16> 매장 찾기

<그림 15> 스케줄러

<그림 14> 출퇴근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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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아르바이트생과 점주간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투

명성 있는 임금 및 근무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이 필요한 상황이다. 비콘은 다양한 정보를 송수신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로써 비콘 장치의 신호 영역 

안에 휴대폰을 소지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특화된 여러 서비스등이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비콘을 이용하여 실시간 출퇴근 

확인과 근무일정 공유를 위한 매장관리 통합 어플리

케이션 (알바인 AlbaIn)을 구현하였다. 기존의 출퇴

근 체크 어플리케이션은 점주용, 직원용, 스케줄러 3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만 ‘알바인 AlbaIn’은 통합어

플리케이션으로써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논문은 2017 공동학술대회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과 융합, 그리고 사업화”)에서 발표된 

‘매장관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연구 ’을 수

정, 보완하여 확장한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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