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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비대면 플랫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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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구인·구직에 관련된 인력 및 채용정보를 각각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구인자와 구직

자가 결정되어 주기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일회성 서비스의 매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비대면 플랫폼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구인·구직 방식은 수요자가 활동서비스를 요청하면 제공기관 담당자가 기관소속 활동보조인을

배정하는 일방적 방향의 매칭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구인·구직자의 선택권은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 활동보

조인의 구인·구직 플랫폼은 사용자를 구분하여 장애인 또는 장애인가족(구인자)과 장애인 활동보조인(구직자) 인터페이스로

분리되어 로그인이 가능하다. 각자의 조건에 맞는 구인과 구직을 검색하여 채팅기능을 통해 실시간 양방향 의사정합 방식의

매칭이 이루어지고, 활동보조서비스가 완료되면 구인·구직자는 각자의 입장에서 서비스 후기 및 평가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

는 다음 구인·구직자의 매칭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실시간 양방향 의사정합 방식의 매칭 플랫폼은 단기 또는

일회성 활동보조가 필요할 때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 A Study on Smart Job Matching Platform for Personal Assistant of the 

Disabled

Seungae Kang*

ABSTRACT

This study provided personnel and recruitment information related to job offer and job hunting, and proposed a 

non-face-to-face platform that can facilitate matching of one-time services as well as periodic services. The existing 

recruitment and job search method for personal assistant of the disabled is a one-way matching method in which a 

person in charge of the service providing centers assigns an activity assistant belonging to the institution when a 

consumer requests an personal assistant service, so the choice of job seekers is very weak.  The job matching platform of 

the activity assistant for the disabled can be logged in separately by dividing users and separating them into the interface 

of the disabled or the disabled family members (job seekers) and activity assistants for the disabled (job seekers). Search 

for job offer and job seekers that meet their respective conditions, and real-time bidirectional decision-making through the 

chat function, and when the activity assistance service is completed, recruiters and job seekers can write service reviews 

and evaluations from their own point of view. The real-time interactive decision-making matching platform will also help 

minimize blind spots where it is difficult to provide services when short-term or one-time assistance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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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불리우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이 확대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비대면

문화가 형성되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사

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한 서비스 영

역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다. 

플랫폼이란 단어는 본래 물리적 구조물 즉, 작업

을 위한 공용화된 토대의 의미로 통용되었다. 이는

과거 플랫폼이라는 개념에서는 상품(서비스) 제공

자와 수용인원의 한계 등 공간의 제약성이 강한

상황에서 ICT의 발전과 함께 플랫폼의 개념은 수

많은 상품과 인원이 공간의 제약 없이 교류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확장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인터넷서비스

및 콘텐츠가 생성·유통되는 장으로 API를 통한 서

비스 연동 등을 통해 인터넷 플랫폼은 이용자 그

리고 서비스 제공자 간 소통의 기반을 제공하는

장소라고 정의할 수 있다[1]. 또한 플랫폼 운영의

중심이 기존의 PC기반인 하드웨어에서 모바일시대

를 맞이하며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는 진화를 보이

고 있다.

구인·구직 플랫폼은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직자가 본인의 이

력 및 관련 자격증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올리고, 

구인기업은 필요로 하는 인력과 직무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구직관련 정보만을 제공하던 구

직사이트의 역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구직

자와 구인기업을 매치시켜주는 기능과 도구의 역

할을 담당하면서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

오게 되었다[2]. 이는 구직·구인과정의 성공가능성

도 높여줄 수 있는 과정으로 구직자나 구인기업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3]. 

2019년 인크로스(www.incross.com)는 ‘4월 미

디어 데이터 클리핑’ 보고서를 통해 국내 구인·구

직 플랫폼 이용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추

이 분석 결과 ‘사람인, 워크넷, 잡코리아, 인크루트, 

알바몬 순으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4]. 보고서

의 결과와 같이 최근 구인·구직 플랫폼이 많이 생

겨나고 활용되고 있지만 장애인관련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 구직자의 연령대가 높아 플랫폼 이용

이 용이하지 못하거나 구인을 위해 실시간으로 공

고를 올려도 기존의 대면 방식 혹은 기본적인 단

계에서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

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볼

수 있으며, 이용자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때문

에 그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활동보조라고 하는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그 사회적 의미와

역할 면에서 의미 있는 제도가 되었다[5].

활동보조서비스란 모든 연령층의 장애인에게 제

공되는 일상적인 생활과 건강유지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인간적(human)·기계적(mechanical)인 도

움이다[6]. 즉,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장

애인들이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교육과 고

용 등이 가능하도록 해주며, 장애인 스스로 본인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활동보조서비스가 담당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은 장애를 가진 개인에

게 사회적 통합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실현시

키는 주요한 요소인 것이다[7].

이러한 활동보조서비스는 양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침의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 시간 및

예산 증가 등의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와같이 안정

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서비스

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직접 수행

인력인 활동보조인의 안정적인 모집과 유지가 매

우 중요한 요소이다[8]. 

2009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조사에 따

르면, 우리나라 활동보조인에 대한 확보여부가 “원

활하지 않다”라고 조사기관 172개 기관 중 88개소

(51.2%)가 응답하였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의 경우에도, 활동보조인 모집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직률도 연간 28%에 달한다[9][10].

최근의 실업과 인력수급의 불균형은 현재 우리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인 장애인 대상의 사회서비스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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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구인·구직의 경우

에도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한 인력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채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인·

구직의 과정에서 그에 따른 정보가 공유되고, 이러

한 정보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다면 이는 장애인

들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매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구인·

구직에 관련된 인력 및 채용정보를 각각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구인자와 구직자가 결정되

어 주기적인 서비스의 매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비대면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플랫폼 시장 동향

2.1 인터넷 플랫폼 비지니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스마트기기의 생활화는 인

터넷 플랫폼 사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또한

전 세계에 팬데믹을 몰고 온 COVID-19의 여파는 온

라인 플랫폼과 비대면 문화의 확장을 가져왔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자가 재화를 직접 생산하는 방식

이 아닌 사업자와 소비자(B2C: Business to 

Customer), 또는 소비자와 소비자(C2C: Customer 

to Customer) 두 그룹을 자사 플랫폼 내부에서 거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가치를 생성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기존의 전통 플랫폼 기업들은 웹·모바일 기반의 플

랫폼 확장을 이루고 있으며, 해외기업으로는 구글, 애

플,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국내기업인 네이버, 카카

오가 인터넷 비즈니스 플랫폼 전략을 통해 가입자 및

다양한 개발자들을 자사의 플랫폼에 참여하게 하여 거

대한 이윤을 추구하며 시장을 장악하였다. 혁신적 플랫

폼을 도입하여 ICT 시장 변화를 가져온 이들 공룡 인

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은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시

장을 확장을 계기로 비 ICT 분야까지도 확장하고 있

다[1].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에어비앤비

(Airbnb)는 인터넷을 통해 숙소 이용자와 숙소 제공자

간의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공유

플랫폼으로, 판매자로서의 소비자인 ‘호스트’와 구매자

로서의 소비자인 ‘게스트’가 플랫폼이라는 공간을 통해

중개되어 숙박 공간을 공유하고, 거래에 따른 수익이

분배되는 대표적인 C2C 모델로 운영된다(그림 1).

   

(그림 1) 에어비앤비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11]

2.2 구인·구직 플랫폼

일반적인 고용계약은 오프라인 광고, 전화, 웹사이

트,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12]. 최근의 고용 추세를 살펴보면,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구인·구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

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구인·구직의 증가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4][12].

국내 구인·구직 모바일 플랫폼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전문 사이트인 ‘아르바이트 천국’을 시작으로 2011년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인 ‘맞춤알바’, 2012년 안드로이드

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맞춤알바’가 출시되었

다[13]. 이후 모바일 서비스를 추가한 ‘알바몬’은 정보

전달의 신속성과 사용의 편리함으로 스마트폰 사용자

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정보의 신속성이

중요한 구인·구직 시장에서 원하는 맞춤 조건의 채용

정보의 빠른 확인, 그리고 바로 지원 가능 등과 같은

신속함과 편리함은 구인·구직자들에게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14]. 

국내 구인·구직 플랫폼으로는 사람인, 워크넷, 잡코

리아, 인크루트, 알바몬, 알바천국, Jobplant, 잡아바!, 

CATCH, 커리어, 잡플래닛, 원티드, 자소셜닷컴, 버룩

시장 구인구직 등이 있으며, 2021년 구인·구직 플랫폼

트래픽 분석 결과 구인·구직 플랫폼 웹과 모바일 이용

자수 순위는 ‘사람인’과 ‘알바몬’이 각각 1위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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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그림 2). 최근 ‘모바일·지역기반·타겟 매칭’이라는

경쟁력을 가진 여러 스타트업들의 등장은 구인·구직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a)구인·구직플랫폼 웹 순위 (b)구인·구직플랫폼 앱 순위

(그림 2) 2021년 구인·구직 플랫폼 웹과 모바일 순위 [15]

3.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구인·구직

플랫폼 개발 전략

우리나라는 장애인 활동보조를 위한 사업의 일

환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의 시행주체는 시군구 지자체로

전자바우처방식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활동보조

인은 인증받은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활동보조서비스

를 제공하고, 제공기관은 활동보조인에게 수요자매칭

과 비용정산 및 지급, 주기적인 보수교육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현재 제공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수요자와의

매칭은 수요자가 제공기관에 요청을 하면 제공기관이

소속 활동보조인을 매칭해주는 방식이다. 주기적인 서

비스의 매칭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단기적인

서비스나 일회성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수요와 구직

요구는 높지만 매칭의 어려움과 번거로움으로 인해 현

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구인·구직 플랫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3.1 활동보조 구인·구직 플랫폼의 구성 

3.1.1 구인자(장애인 또는 장애인가족) 인터페이스

구인자의 회원가입은 장애인이 직접 또는 가족구성

원이 대리 가입할 수 있으며,  SNS Login API를 연

동하여 간편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능을 제공한다. 구

인자의 경우 카메라 API로 서비스 이용자의 장애인등

록증을 촬영하여 인증한다. 구인자는 서비스를 받을

원하는 조건을 필터링하여 구직자에게 채팅을 남길 수

있으며, 또한 구인글을 올려 구직자의 선택을 기다릴

수도 있다. 구인자는 구인글에 응답한 구직자의 프로필

을 열람할 수 있으며, 채팅하기 기능을 통해 활동보조

인과 직접 채팅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은 이후에는 후기와 평점을 남길

수 있고, 이는 다른 구인자들이 열람할 수 있다. 

3.1.2  구직자(활동보조인) 인터페이스

활동보조인의 회원가입은 소속 제공기관에 해당된

활동보조인만 가능하며, Mail API를 통한 본인인증과

카메라 API로 자격증 및 인증관련 서류를 촬영하여

자격을 인증한다. 근무를 희망하는 조건을 주기적/단기

/일회성으로 구분하여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서비스

종료 후에는 서비스 목록과 평가의 글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후기를 작성할 수도 있다.

3.2  장애인 활동보조 구인·구직자의 니즈 충

족을 위한 플랫폼

3.2.1 효율적인 매칭을 위한 구조

기존의 구직자가 구인자를 선택하여 연락하는 기존

의 방식과는 다르게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 자신의 조

건에 충족하는 상대를 상호 선택 가능하여 개별적으로

연락이 가능한 실시간 양방향 의사정합 방식은 기존의

제공기관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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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서비스 구인자(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는 구직

자에 대한 자격정보나 다른 이용자들의 후기 및 평가

를 통해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구직자(장애인

활동보조인) 또한 서비스제공 후 구인자 서비스에 대

한 후기 및 평가가 가능해 일방적인 선택이 아닌 양방

향 의사정합의 매칭이 가능하다(그림 3). 이는 기존의

일방적 방향의 구인·구직 방식에 비해 합리적이며 빠

른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림 3) 장애인 활동보조 구인·구직 플랫폼

3.2.2 급구 및 일회성 수요에 대한 매칭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서 급구 및 일회성 서비스

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니즈는 다수 존재한다. 활동서

비스 수요자인 장애인의 경우, 정기적인 활동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만 일회성으로 주말이나 평일에 짧은 시

간 활동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서비

스 공급자인 활동보조인 중에는 장기간 고정된 스케줄

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원하는 시간에만 짧게 일

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고정된 활동서비스 외 잔여

서비스 가능시간이 남아있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그

러나 기존의 오프라인 매칭시스템에서는 일회성 서비

스의 수요와 공급의 매칭을 위해 들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비용대비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성사되기 쉽

지 않은 환경이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구인자(장

애인 또는 장애인가족)와 구직자(장애인 활동보조인)

의 니즈가 매칭되는 공간이 존재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플랫폼을 통해 구인·구직자 정

보, 이용가능 시간, 구인·구직자 평가 등의 요소를 고

려하여 상호 선택가능할 수 있다면 기존보다 효율적인

고용활동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구인·구직에 관련

된 인력 및 채용정보를 각각 제공하고 이를 바탕

으로 최적의 구인자와 구직자가 결정되어 주기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일회성 서비스의 매칭이 원활

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비대면 플랫폼을 제안하였

다. 플랫폼의 구성은 사용자를 구분하여 장애인 또

는 장애인가족(이하 구인자)과 장애인 활동보조인

(이후 구직자) 인터페이스로 분리되어 로그인이 가

능하다. 각자의 조건에 맞는 구인과 구직을 검색하

여 채팅기능을 통해 실시간 양방향 의사정합 방식

의 매칭이 이루어진다. 활동보조서비스가 완료되면

구인·구직자는 각자의 입장에서 서비스 후기 및 평

가를 작성할 수 있고, 이는 다음 구인·구직자의 매

칭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제공기

관은 서비스 사용자간 문제 발생 시 직접 개입하

여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구인·구직자의 서비스관

련 후기와 평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구직자 보수교육에 반영하고 향후 개선을 위한 데

이터를 확보한다. 실시간 양방향 의사정합 방식의

매칭 플랫폼은 장애인 활동보조인 구인·구직 시스

템에서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단기 또는 일회성 활

동보조서비스의 매칭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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