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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실업률 증가와 프리터족의 등장으로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애플리케이션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애플리케이션 '알바몬'과 '알바천국'을 중심으로 구인 구직 애플리케이션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피터 모빌(Peter Morville)의 허니콤 모델을 기초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사용성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도출된 개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건전 업소 및 중복된 구인 글 차단 필터가 더욱 강화되
어야 한다. 둘째, 애플리케이션의 주 사용자인 20 에게 맞춘 디자인이 필요하다. 셋째, 메인 화면에 사용자에게 맞는
섬세한 맞춤형 아르바이트 목록 구성이 필요하다. 넷째, 애플리케이션 자체에서 근로 계약서 작성 확인 절차와 업주자
신고 기능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구인 구직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 한다.
  
주제어 :구인, 구직, 아르바이트, 사용자 경험, 사용자 환경, 허니콤 모델

Abstract  Lately the increase of unemployment and freeters, the use of mobile applications for part-time 
jobs has been increasing. This study identifies the problems of mobile job applications and focuses on 
domestic applications: 'Albamon' and 'Albachunkuk'. By conducting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based on Peter Morville's Honeycomb model. The usability assessment, the proposed improvement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unhealthy establishments and overlapping job blocking filters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Second, a design to tailor to the 20s age group, who are the main user of the 
application, is needed. Third, a fully customized part-time job listing is needed for users on the 
application landing page. Fourth, the application requires verification procedures for the document 
preparation regarding work contracts and reporting of employers. This study hopes to add to the 
improvement of job-seeking application services in Korea.

Key Words : job opportunities, job hunting, part-time job, User Experience, User Interface, Honeycomb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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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지난 7월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9.8%로 15~29세 

청년 10명 중 1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1]. 그에 따라 2030  사이에선 아르바이트만
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족’이 증가하면서 10명 중 
8명은 아르바이트도 직업이라고 생각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2]. 프리터족이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러나 이렇게 아르바이트 구직자가 많아지는 현상에
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구직자의 91%가 구직 시 어려
움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3]. 최저시급 인상 후 
업주들은 인원 감축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아르바이트
생의 업무량은 더욱 늘어났으나, 그만큼 아르바이트 구인 
자리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4]. 또한, 구인 구직 애플
리케이션의 불건전 업소 이력서 열람 문제와 근로기준법
을 지키지 않는 업소임에도 구인 글이 올라오는 등 지속
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5].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표 아르바이트(이하 알바) 구
인 구직 애플리케이션인 알바몬과 알바천국을 중심으로 
두 애플리케이션이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서비스를 사용
자에게 제 로 제공하고 있는지와 아르바이트 권익 향상
에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제 로 제시되
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구직자 입장에서 두 애플리
케이션의 사용성 평가를 연구하고 만족도와 개선점을 도
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구인 구직 애플리케이션
구인 구직 애플리케이션의 첫 등장은 인터넷 아르바이

트 전문 사이트 ‘아르바이트 천국’에서 사회적 기술 발전
에 맞춰 2011년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맞춤알바’의 출시
로 시작되었다. 잇따라 2012년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애
플리케이션 ‘스마트 맞춤알바’를 출시하였다[6]. 이에 맞
춰 경쟁 취업 사이트 ‘알바몬’에서도 모바일 알바몬 서비
스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구직자에
게 큰 호응을 얻었고, 소비자 일각에선 정보의 신속성이 
관건인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시장에서 간단하고 신속하
게 원하는 맞춤 조건의 아르바이트 채용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곧바로 지원해 신속하고 편리하다는 반응을 얻
었다[7].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인 구직 애플리
케이션은 알바몬으로 알바몬은 약 360만 명 이상의 설치 
이용자 수를 기록하였으며 알바천국은 약 270만 명으로 
그 뒤를 이어가고 있다[8]. 구인 구직 관련 다양한 애플
리케이션 중 특히 두 애플리케이션은 아르바이트 채용 
플랫폼에 특화된 곳으로 주 이용자들의 연령층이 다른 
구인 구직 애플리케이션보다 비교적 낮기 때문에 애플리
케이션 사용 평균 체류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9]. 
또 두 애플리케이션은 아르바이트 구인 특성상 위치 데
이터를 활용한 입력 형식이 두드러졌다[10].

2.2 두 애플리케이션 문제점과 현황
그러나 두 애플리케이션에 이력서 등록 시 불건전 업

소에서 오는 연락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알바몬과 알바천국 자체 커뮤니티 내에서
는 불건전 업소에서 이력서를 열람을 못하도록 해 달라
는 내용의 문의가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다[11]. 또한, 최
저임금 급등으로 인해 단기 일자리 수가 줄어들었는데 
아르바이트의 주 연령층인 학생들이 방학 때 할 수 있
는 채용 공고는 좀처럼 찾기 힘들게 되었고 아르바이트 
자리 경쟁은 점점 치열해져 가는 실정이다[12,13]. 근로
조건 명시 위반이 무분별한 아르바이트 생태계에서 알바
몬과 알바천국은 전자 근로계약서 서비스 마련 등 다각
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부 업주들은 번거롭다는 이
유로 근로계약서를 제 로 작성하지 않거나 법령을 제
로 숙지하지 않은 채 일부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14,15]. 

3. 실험 사용성 평가와 비교 분석

3.1 분석 대상 및 방법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인 남녀들이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던 평균 
나이는 19.4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16].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알바몬과 알바천국을 이용한 적 있는 20  남녀 8
명을 상으로 각 4명씩 알바몬 그룹과 알바천국 그룹을 
만들어 설문지와 심층 면접을 통한 사용성 평가를 하였다. 

3.2 사용성 평가 요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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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ontent

Findable

1. It was possible to choose a part-time job suitable 
for the option.

2. The list of available part-time jobs varied.
3. The list of part-time jobs for the searched 

keywords was created correctly.
4. Compared to other applications, information 

retrieval was convenient.
5. Unnecessary part-time job announcements were 

blocked well.

Accessible

1. Application access was easy.
2. The user's location was clearly indicated.
3. Accessing the application was convenient at any 

time and in any place.

Desirable

1. The visual feel of the application was good.
2. The application menu design was in harmony.
3. The brand design was good to see.
4. The overall use of the application's font and icons 

was appropriate.

Table 2. Questionnaire design based on Honeycomb 
item classification

Credible

1. The contents of the part-time job were kept well 
even in practice.

2. The basic conditions for part-time jobs, such as 
working contracts and private insurance, were 
well followed.

3. The part time job was reliable enough.
4. The part-time salary was well paid.
5. The application was thought to be making efforts 

to prevent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6. The application was thought to be trying to 

improve part-time job interests.

Usable

1. When I turned on the application, I saw the 
information I needed at a glance.

2. The overall screen configuration was comfortable 
to use.

3. A list of part-time jobs was organized to suit the 
options.

4. The list of recommended part-time jobs is well 
organized.

5. The composition of the part-time job postings 
gave a clear message.

Useful

1. It was useful in finding a part-time job by using 
the application.

2. A part-time job that I got using the application 
helped me in specs or interviews.

본 연구에서는 구인 구직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자 경험을 평가하기 위해 피터 모빌(Peter Morville)의 
허니콤 모형(Honeycomb Model)을 기초로 사용하였다. 
기존 허니콤 모형의 7가지 원칙 중 가치성을 제외한 검색
성(findable), 접근성(accessible), 매력성(desirable), 
신뢰성(credible), 사용성(usable), 유용성(useful)을 재
구성하여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3.3 심층 면접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접 시작 전, 구인 구직 애플리케

이션에 접속해 사용자의 지역과 성별, 원하는 날짜와 직
종에 맞는 옵션을 선택한 뒤, 구인 글을 보기까지의 태스
크가 진행되었으며, 태스크 항목은 다음 Table 1과 같
다. 심층 면접과 함께 사용된 설문지는 앞서 재구성된 6
가지 사용성 원칙을 기준으로 총 25문항이며, 각 질문 문
항을 리커트 5점 척도(5point Likert scale)를 활용해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질문
항목은 다음 Table 2와 같다.

Category Task Content

Task 1 After running the application, log in.

Task 2 look at the overall screen configuration.

Task 3 Enter the part-time job offer menu.

Task 4 Select an option that matches the user's region, gender, 
and date.

Task 5 Check the list of part-time job openings that match the 
options.

Task 6 Check the contents by looking for a suitable part-time job.

Task 7 Check the list to see if a personalized recommended 
part-time job service is useful.

Table 1. Task for usability evaluation 

Fig. 1. Comparison of the Itemized Score
of the Albamon and Albachunkuk

Fig. 2. Comparison of Standard Deviations
by Item of Albamon and 
Albachun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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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심층 면접 결과
항목별 피실험자들의 점수 분포를 통한 평균값과 표준

편차 비교는 각 Fig. 1, Fig. 2와 같다. 8명의 피실험자 
모두 구직을 위해서 두 애플리케이션을 같이 이용하지만, 

다수가 알바몬 애플리케이션을 더욱 선호하였다. 
검색성(findable) 요소를 인터뷰한 결과, 두 애플리케

이션 모두 불건전 업소 아르바이트 구인 글 또는 중복된 
내용의 아르바이트 구인 글이 차단되지 않고 지속해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여성 사용자의 경우 불
건전 업소가, 남성 사용자의 경우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
트 구인 글이 더욱 나타난다는 차이를 보였다. 

접근성(accessible) 요소의 인터뷰 결과, 두 애플리케
이션 모두 언제 어디서든 접속하는 데에 있어 눈에 띄는 
문제가 없었다.  

매력성(desirable) 요소에 한 인터뷰 결과, 알바천
국보다는 알바몬 애플리케이션의 시각적인 느낌이 비교
적 낫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런데도 알바몬 사용성 평가 
피실험자 조○○ 씨는 "알바몬 애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느낌이 촌스럽고 애플리케이션을 주로 이용하는 20  고
객 감성에 맞지 않은 디자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알바천국 사용성 평가 피실험자 김○○ 씨는 알바천국 애
플리케이션의 메인 화면에 띄워진 프리미어 아르바이트 
광고 배너가 너무 많아 가독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애플
리케이션 이용에 거부감을 준다는 응답도 있었다.

신뢰성(credible) 요소를 인터뷰한 결과, 두 애플리케
이션 모두 구인 글에 공고된 아르바이트 내용에 신뢰하
는가에 해 그렇지 않다는 반응이 다수 있었다. 구인 글
에 적혀진 직무 외에 다른 일을 추가로 시킨다는 응답도 
있었으며, 특히 아르바이트의 기본 조건인 근로 계약서와 
사 보험 등이 잘 지켜졌는가에 한 항목엔 알바몬과 
알바천국 각각 평균 17.5과 22.5점을 받아 설문지 항목 
중 최하점을 기록하였다. 8명의 피실험자 모두가 다수
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으나 근로 계약서를 써 본 적 
있다는 응답자는 적었으며, 기업 프랜차이즈의 경우에
만 근로 계약서를 쓰고 그 외에 부분의 아르바이트에
서는 쓰지 않는다는 응답이 있었다. 

사용성(usable) 요소에 한 인터뷰 결과, 두 애플리
케이션 모두 애플리케이션에 공개 이력서를 올릴 경우 
불건전 업소 또는 다단계 등 불법 업소에서 연락이 와 불
편하다는 응답이 공통으로 있었다. 그 때문에 공개 이력
서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있었으며, 불필요
한 구인 글이 많아 이용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특
히 알바천국의 경우 기간이 지난 아르바이트 구인 글이 

목록에서 지워지지 않고 글을 눌러야만 기간이 지났음을 
확인할 수 있어 이용에 매우 불편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한편 알바몬 사용성 평가 피실험자 유○○ 씨는 “아르바
이트를 찾는 다수의 사용자는 방학 기간을 노린 학
생임에도 불구하고, 기간 옵션 설정에 장기간 아르바이트 
구인 목록에만 많은 아르바이트 구인 글이 몰려있어 사
용자 포지션을 고려해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구인 글들
이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두 애플
리케이션 모두 업주자 위주로 사용성이 구성되었다는 의
견이 있었다. 업주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공개 
구인 글을 올리지만, 구인 글만 믿고 구직을 신청해야 하
는 아르바이트생은 별다른 책이 없어 피해 보는 경우
가 많다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용성(useful) 요소의 인터뷰 결과, 응답
자 모두가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두 애플리케이션을 필수
적으로 보기 때문에 체로 유용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알바몬의 스마트 추천 알바 기능이 특별한 검색 없이 사
용자에게 맞는 아르바이트 목록을 볼 수 있어 유용하다
는 응답이 있었고 알바몬의 지역별로 핫스폿과 동네 간
편 아르바이트를 볼 수 있는 메뉴 기능이 유용해 자주 사
용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재이용 여부에 관해서는 두 애
플리케이션을 제외하고 제 로 활용되고 있는 구인 구직 
애플리케이션이 마땅히 있지 않아 사용한다는 응답이 공
통으로 이루었다.  

4. 결론

구인 구직 애플리케이션에 한 사용자 평가 연구를 
실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불건전 업소 및 중복된 구인 글 차단 필터가 더
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몇 년째 지속해서 야
기되고 있으며 특히 구인 구직 애플리케이션 자체에서도 
불건전 업소에 한 규정을 두어 근절에 노력하고 있지
만, 사용자들은 전혀 개선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구인 글을 누르지 않더라도 공개 이력서를 통한 연락이 
잦아 불건전 업소에 개인 정보 유출과 같은 큰 피해로 이
어진다. 이는 애플리케이션의 검색성과 사용성, 신뢰성에
서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먼저 개선되어야 할 큰 문제점
으로 보인다. 

둘째, 구인 구직 애플리케이션의 주 사용자인 20 에
게 맞춘 디자인이 필요하다. 심층 면접을 통해 피실험자
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지금의 두 애플리케이션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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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와닿지 않는다는 평이 많았다. 부분 구인 구직 애
플리케이션의 이용 목적은 기능성에 초점을 두지만 알바
천국보다 알바몬을 더 선호하는 이유에는 애플리케이션 
화면 디자인이나 브랜드 디자인이 더 낫다는 의견과 알
바몬의 마케팅적인 측면이 비교적 우수하다는 평을 따라 
디자인의 개선점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메인 화면에 사용자에 맞는 섬세한 맞춤형 아르
바이트 목록 구성이 필요하다. 부분의 사용자는 애플리
케이션 이용 시 메인 화면을 넘기고 바로 옵션 메뉴를 이
용하였다. 또한 구인 구직 애플리케이션 이용 후 필요한 
점으로 맞춤형 아르바이트 목록 확 에 8명 중 5명이 응
답하였다. 알바몬의 스마트 추천 알바의 기능이 유용하다
는 점과 연결해 메인 화면에 사용자를 고려한 맞춤형 목
록 구성이 필요하다.

넷째, 애플리케이션 자체에서 근로 계약서 작성 확인 
절차와 업주자 신고 기능이 필요하다. 두 애플리케이션은 
전자 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용 중인 
업소가 한정적이고 피실험자들 부분은 이러한 서비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구인 구직 애플리
케이션 자체에서 근로 기준법을 지켜낼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재 업주자 위주로 구성된 사용성을 지적하
며 아르바이트 구인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구인 글 내용
과 다른 업무 등 피해에 비할 수 있게 구인 글 신고 기
능이나 업주자 신고 기능을 마련하는 등 방안을 만들어
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구인 구직 애플리케이션을 비교 분석
하고,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의 경험에 따라 사용성 평가와 
개선점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조사 상
자의 수가 적고, 피실험자를 20  사용자로 한정했다는 
점과 구인 구직 애플리케이션의 두 가지 고객층인 업주
자와 구직자 중 구직자 입장에서만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앞으로 본 연구를 토 로 
업주자 입장에서의 사용성 평가와 더욱 다양한 연령층의 
사용자를 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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