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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통근은 한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점들을 연결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통근통행의 특성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통일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집단의 공간활용과 취업의 

공간적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집단별로 통근통행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는 장애인 

의 통근통행특성에 주목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통근통행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서울시 거주 지체장애인의 노통수요와 공급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체장애인의 경우 비 

장애인에 비해 짧은 통근거리와 통근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인의 통근거리의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 

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장애가 있을수록 직주거리가 짧으며， 장애인 내부에서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다른 장애유형 

에 비해 통근거리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지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장애인이라는 대상을 지리학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는 점과 지체장애인 취업의 공간적 측면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장애인， 지체장애인， 통근， 통근통행특성 

A뼈tract :Cornmuting is very important activity because this connects between workplace and residential location, 
two important points for a living. However there is different cornmuting pattem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a 

group of people. So it is important to analyze cornmuting characteristics of each social group in order to understand 

their spatial use and a spatial aspect of employme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cornmuting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especially those with physical disabilities residing in Seoul.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Given spatial separation of the labor demand and suppl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physically disabled people in 

Seoul tend to cornmute significantly shorter distances and spend less time in cornmuting than non-disabled people. 

The regression model for a11 group, which statistically analyzes the socio-demographic determinants and the regional 

determinants of cornmuting distance with Census 2% sample data for 2005, reveals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shorter cornmuting distances. In addition, the regression model for disabled people shows that people with mental 

disorder cornmute longer than any other groups. The findings in this research is to increase awareness of spatial 

problems faced by physically disabled people in a field of geography. 

Key Words : people with disabilities,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cornmuting, cornmuting characteristics 



서울시 거주 지체장애인의 통근통행특성 

I . 서론 

1) 연구배경과목적 

통근통행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리학뿐만 아니 

라 도시계획학， 교통공학， 사회학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온 주제 중의 하나였다. 통근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직장으로 공간적으 

로 이동하는 것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다양한 활 

동들이 공간상에 분리되면서 발생하였다(이욱， 

2006). 통근통행의 양축인 직장과주거지는한개 

인의 승}루 활동패턴에 있어서 쐐기의 역할을 담당 

하며， 통근통행으로 말미암아 직장에서의 생산활 

동이 가능해지고， 주거지에서의 재생산활동이 가 

능해진다. 즉， 통근은 한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점들을 연결하는 활동이 

기에 그중요성을간과할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통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 

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시의 물리적 확산에 따른 

직장과 주거지의 분리는 사회 구성원의 계층적 특 

성에 상관없이 평균적인 통근거리의 증가를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집단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초래한다(노시학 · 손종아， 1993). 이처럼 

통근통행은 개인의 일상생활을 규정짓는 부분으 

로서 중요하며 또한 통근통행이 각 구성원들의 특 

성에 따라결정된다는측면에서 중요하기에，각집 

단별로 통근통행의 특성을 규명하는 작업은 개별 

집단의 특성과 일상생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Kain , 1968; Madden , 1981; Hanson and Pratt, 

1988,1991). 

기존 지리학 분야에서 집단에 따른 직주분리의 

정도와 통근통행의 특성을 규명한 연구들은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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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이나 성별 차이에 따른 통근통행 차이에 주목 

하였다. 이는 여성이나 흑인과 같이 사회 에서 차별 

을 받아왔던 집단들이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사회 

적 불평등의 완화를 통해 취업기회를 늘려왔음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특히 ‘공간의 몇(Spatial entrapment)’ 에 

걸려있다고 표현할 만큼 타 집단에 비해 취업기회 

와 공간이동， 주거지 선택에 있어서 많은 제약조건 

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노시학 손종아， 

1993).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집단별로 통근통행특성이 

상이하다는 점， 또한사회적으로차별 혹은 어려움 

을 겪는 집단의 통근통행특성에 대한 연구가 그들 

의 취업과 주거지 선택， 공간이동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가능케 해준다는 점에 착안하여 ‘장애인’ 

을 대상으로 그들의 통근통행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이들의 취업， 즉 직장선 

택과 관련된 논의가 사회복지학과 사회학 분야에 

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분 

야에서는 장애인의 재활과 차별적 요인에만 초점 

을 두어 논의를 장애인 개인의 차원으로 국한시키 

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통근통행을 통해 알 수 있 

듯이 취업활동이 공간적인측면과매우긴밀히 연 

관되어 있고， 통근통행이 이들의 취업활동의 공간 

적 범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취업은 지 

리적인 측면에서 재논의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논의의 시작으로서 그들의 통근통행특성을 규명 

승}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 중에서 

도 공간이동에 있어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 

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를 분 

석할것이다. 

이를 위한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 

에서는 지리학 내의 장애인 연구와 사회적 약자의 



통근통행과 직주분리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고찰 

하였다.3장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의 거주 및 취업현황 분포를 제시하였으며 4장에 

서는 통계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체장애인과 비장 

애인의 통근통행특성과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마 

지막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본 연구의 의의와한계를간략하게 제시하였다. 

2) 연구범위와방법 

법적 기준에 따르면 지체장애는 절단장애， 관절 

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 신체외부의 손상으로 

인해 운동기능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유형이다. 지 

체장애인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우 

선 지체장애인이 전체 장애인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고용에 있어 사업체의 선호도가 

높아 취업확률이 높은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의 80% 이상이 상반신(상지)이 아닌 하반신(하지) 

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 공간을 극복하고 이를 효과 

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 

다는 사실 때문이다(김상운 외， 2007;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2oo9a). 따라서 취업과정에서 지체장애 

인의 통근통행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이들의 고용 

활성화에 중요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취업한 지체장애인 중에서 

도 임금근로자만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임 

금근로자만을 살펴보는 이유는 자립생활에 있어 

서 임금근로의 형태가가장 일반적일뿐만아니라 

또다른근로형태인자영업의 경우장애인이 임금 

근로에 대한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에 대체수단으 

로서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체장애인의 취 

업에 있어서 임금근링}를 가장 우선적으로 분석 

할 필요가 있는 집단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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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2009b).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로 설정하 

였으며， 분석단위는 시/군/구 수준으로 설정하였 

다. 분석을 읍/면/동 단위가 아닌 시/군/구 단위로 

설정한 것은 자료의 제약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특정 집단의 통근통행과 취업기회의 분포를 분석 

함에 있어 너무작은스케일로분석할경우그특 

성과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참고한 결과이다(노시학 손종아， 

1993; 류주현， 2009a, 2009b; 김형태， 200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05년을 기준으로 분류된 서 

울특별시 25개 구를 분석단위로 설정하였다. 

한편 장애 인 고용-거주의 공간적 분포와 그에 따 

른 통근통행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및 각종 보고서를 활용한 문헌연구와 현 

황분석，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를 활용한 기술통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연구방법 

으로채택하였다. 

11. 문헌연구 

1)장애에 관한 지리학적 관점과 장애인의 

통행 

지리학의 영역 내에서 ‘장애’ 에 관한 문제를 다 

루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지리 

학은그동안장애인 연구를지리 외적인 영역으로 

치부해왔고 대다수의 연구가 장애인에 대한 관점 

을 배제한 채 이루어져왔다(Park et a1., 1998; 

Anderson, 2001). 하지만 Gleeson(1999)이 지적한 

것처럼 장애의 문제는 지리적 관점을 배제하고서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Gleeson(1999)이나 

Imrie(1996) 같은 학자들은 장애가 그 자체로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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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 사회 공간적 문제임을 주장하며 전통적인 

지리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상인’ 에 

기초한 문제의식과 주제에만 사로잡혀 있다고 비 

판한다. 

최근 들어 지리학 영역 내에서 다양한 이론적 관 

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경험과 삶의 질에 관한 연 

구가 수행되면서 지리와 장애와의 연관성을 이해 

하기 위한 틀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q(Park et al. , 1998). 특히 Golledge (1 993) , 
Imrie(1999)와 같은 학자들은 장애인， 그 중에서도 

지체장애나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동과 통 

행， 접근성에 관한 문제들이 그들의 일상적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강조한다. 개인의 

이동성과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산 

업화 이후 활동이 공간상에 분리되면서 이를 연계 

할 수 있는 이동의 측면이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이 

다(Bames ， 1991). 만약 활동에 대한 접근이 용이 

하지 않을 경우 개인은 특정 공간에 격리되고 사회 

적으로배제된다. 

미국， 영국 등과 같이 서구 도시를 대상으로 장애 

인의 통행과 이동성을 분석한 연구들에서 일반적 

으로 인정하는 점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통 

행거리나 통행빈도의 측면에서 이동성 제약에 직 

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Golledge ， 1993; Bames, 

1991; Imrie, 1999, 2000; Hine and Mitchell, 2001).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이 제한되는 것은 다양한 요 

인에 따른 결과이지만， 일반적으로 도시의 물리적 

환경과 교통체계에 따른 영향력이 크다(Marston 

et al., 1997; Imrie, 1996, 1999). 특히 서구 도시들 

처 럼 도시공간구조가 승용차를 기반으로 하여 형 

성되어 있을 경우 이는 장애인의 통행과 활동에 대 

한 접근을 심각하게 제한한다Omrie ， 2000). 

Imrie(2000 )는 이러한 현상이 장애인 개인의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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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현대 서구사회에서 특정 유 

형의 신체와 이동수단이 지배적인 담론으로 형성 

됨에 따른 결과로 생각한다. 특히 서구사회의 도시 

공간구조와 도시계획은 대부분 승용차 기반의 사 

회를 전제로 하고 있어 소득이 낮고 차량을 소유하 

지 않은 사람들의 접근성을 크게 제한한다. 또한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다양한 물리적 환경 

은장애인의 경험과공간인지에 영향을미쳐 심리 

적으로 통행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Golledge, 1993). 

그렇다면 장애인에게 승용차를보급하는 것처럼 

이들의 이동성(mobility)을 증진시키는 것이 대안 

이 될 수 있는가? Imrie(1999)를 비롯한 여러 학자 

들은 이러한 해결책이 장애인의 이동문제를 개인 

적 차원으로 환원시킬 뿐이며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게 얼마나 ‘접근 7냥한(accessible)’ 환경 이 구축 

되느냐의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문제를 반 

드시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Gleeson ， 1999; Imrie, 1999, 2000). 

지금까지의 장애인의 이동성과 접근성， 통행에 

관한 논의들은 대개 서구의 도시공간구조를 바탕 

으로 하고 있다. 장애가 개인의 손상의 수준을 넘 

어 사회적인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면 국내의 도 

시공간구조에서 장애인의 통행과 이동성， 접근성 

에 관한 논의가 반드시 수행되어야한다. 하지만 아 

직까지 국내에서 이에 관한논의는활발하게 진행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수행된 연구로는 노시학 

조창현(2009)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서울 

시 노인을 대상으로 통행패턴을 분석하면서 장애 

가 있을수록 전체적인 통행빈도가 낮아진다고 주 

장하였다l)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단지 노인계층 

에만 국한시켜 장애에 따른 이동성과 접근성의 문 



제를 논의하였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이동제 

약이 높을수록 이들은 공간상에 격리되고 사회에 

서 배제될 확률이 높다. 우리나라 장애인이 서구와 

마찬가지로 이동제약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나라 실정에 맞고 보다 넓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의 통행연구가 보다 활발히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의미한다. 

2) 사회적 약자의 통근통행특성에 관한 연구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는 의미로 

서 공간적 이동은 대개 통근통행을 의미한다. 지금 

까지의 통근연구흐름 중 하나는 개별 집단에 중점 

을 두고 이들의 통근통행을 분석함으로써 그 집단 

의 특성과취업，주거선택，사회적 위치 등을파악 

하려는 경향이다. 이와 관련된 학자들은 직장과 주 

거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계층이 동일한 선택 

사항과 제약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 며 각 집단은 타 

집단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공간을 활 

용하는 방식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다(노시학 손종아， 1993; Hanson and Pratt , 

1988; Madden , 1981; Hanson and ]ohnston, 
1985). 특히 이들 연구는 대개 개인 혹은 집단의 미 

시적인 통행행태와 개인의 사회 경제적 특성， 직 

장과 주거지에서의 경험과의 관련성 등을 살펴봄 

으로써 특정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차별 혹은 제 

약을 받고 있음을 밝히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통근에 관한 논의는 인종적 차이 

地理學論養 제55， 56 합본호 (2010. 9. 1) 

에 따른 통근통행패턴의 차이를 규명하려는 

Kain(1968)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Kain (1968)은 

인종차이 에 따른 거 주지 분화 (residential 

segregation)7 } 흑인의 취업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면서 취업기회의 교외화와 이들의 낮은 이동 

성 등으로 인해 도심에 거주하는 흑인들의 취업기 

회가 제한되었음을 지적하고 주거와 취업기회의 

공간적 불일치(spatial rnismatch)가 발생했다고 주 

장한다. 이는 직장의 교외화와 주택시장에서 흑인 

에 대한 비자발적 인(involuntary ) 격 리 에 따른 결 

과이며 주택시장의 차별이 완화된 이후에도 지속 

적으로 존재한다(Ihlanfeldt and Sjoquist, 1998). 

인종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 

또한 통근통행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특 

히 개인의 소득과 빈곤상태에 따른 통근통행패턴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은 저소득층의 경우 개인의 

가처분 소득에서 통근비용이 차지딴 비율이 높 

기 때문에 비교적 직주근접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김태경， 2007). 김태경 김완신(2009)은 

저소득계층이 가지는 교통비부담과 임대료의 부 

담， 그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들이 

직주근접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직장 근처 에 충분한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해야 하며 국 

민임대주택의 입지도 그러한 방향에서 결정해야 

한다고주장하였다. 

한편 Hanson and Pratt(1988)은 경제학적인 이론 

모형에 입각한 통근연구들이 기하학적인 도시공 

간상에서 통근비용과 임금에 따른 효용극대화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집(home)과 직장(work) 

1) 한국교통연구원(2009)에서 발간한 교통약자 실태조사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지체장애나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통행거리나 시간， 빈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도시공간구조에서도 서구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일 경우 이동의 제 
약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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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공간적 연계(link)를 잘못 개념화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그들에 따르면 집과 직장 간의 관계에 

관한 기존관점은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첫째， 집과 직장을 단순히 기하학적 

인 점 (point)으로 개념화하고 이들 간의 연계를 선 

(line)으로만 판단한다는 것이다. 둘째， 직장에 너 

무 큰 가치를 부여한 나머지 직장의 선택에 따라 

거주지가 선정된다고 간주함으로써 거주지가 직 

장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셋째， 현실에서는 다양한 가구유형 (household 

type)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단일화시킴 

에 따라 각 가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소득， 기호 

등)을 고려한 효용함수의 다양성을 무시한다는 것 

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은 모형의 지나 

친 추상화로 인해 각각의 도시공간이 가지는 맥락 

(context)을 무시함으로써 사회적인 가치관이나 

로컬의 영향력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즉， 이는 집 

과 직장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서 집과 직장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에 기반한 사회 

경제적인 측면과 공간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과 이러한 요소들이 특히 개별 집단의 

취업과 통근통행패턴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강조 

하고있는것이다. 

계층에 따른 통근통행차이를 밝히는 연구들은 

주로 성별 차이에 따른 통근통행차이와 그 원인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며 이는 전체 집단에서 상대적 

으로 열위에 위치한 집단의 통근통행과 직주연계 

과정을 분석승}는데 유용한 함의를 제공한다. 여성 

주의 (feminism)적 시각에 입각하여 젠더(gender) 

차이에 따른 통근통행차이를 규명하려는 연구들 

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은 여성의 직장이 

남성에 비해 거주지에 근접해 있으며 여성의 이동 

성이 남성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진종헌， 

-6-

1994; 노시학 ‘ 손종아， 1993; 김현미 , 2008). 이 러 

한 현상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개 성역할요인과노동시장요인을강조한다. 성 

역할 요인에 강조를 두는 입장은 여성들의 삶이 남 

성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데 초점을 맞춘다(진종 

헌， 1994; 최민정， 2005). 성역할 요인이란 가부장 

적인 사회에서 7싸책임과 육아문제로 인해 여성 

에게 부여된 역할들이 여성으로 하여금 집에서 가 

까운 직장을 선택하도록 구조적인 제약을 가한다 

는 것이다(Madden ， 1981; England, 1993). 이와 연 

계하여 가구유형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통근패턴 

을 비교하려는 국내 외의 연구들(Singell and 

Lillydahl, 1986; 전명진 · 강춘령， 2009; 송윤선 외， 

2008)은 여성이 남성보다통근거리가짧음과동시 

에 맞벌이 가구의 여성은 외벌이 가구의 여성보다 

통근거리와시간이 짧다고주장한다. 또한남성의 

직장선택에 따라 여성의 직장이 선택되는 경향이 

존재하고 거주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남성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고 주장하였다(진종헌， 1994; 

노시학 손종야， 1993). 

한편 노동시장적 요인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여 

성이 가지는 노동시장 상의 지위와 임금률 격차에 

주목한다. 여성의 경우 특정한 직종에 편중되는 경 

향이 있기 때문에 직장의 위치도거주지에서 가까 

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봉제공장과 같이 특 

정 지역에 집적해서 여성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주변지역의 여성들이 취업함으로써 직주거리가 

짧아지는경향이 있는가하면，소매업이나보건，교 

육과 같은 경우에는 이들 직종이 공간상에 비교적 

분산되기 때문에 직주거리가 짧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지적인 노동시장 조건에 따른 단거리 통 

근은 산업이나 직종에 따라 매우 차별적이며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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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장하였다. 

서울시 지체장애인의 공간분포는 국가통계에 의 

해서 파악되는 등록장애인 수를 통해 파악하였다. 

이 중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승}는 지체장애 

인을 명확하게 분류해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 

므로 생산가능인구인 15세 이상 지체장애인의 공 

간분포를 함께 파악함으로써 이를 지체장애인 노 

동시장의 공급측면으로 이해하파하였다. 

2007년 12월 현재 통계청에서 제시한 서울시 장 

애인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의 등록장애인 수는 총 

%만 6，276명으로 전국 등록장애인의 약 17%를 차 

지하고 있다. 이중 지체장애인은 178 ， 146명으로 

서울시 전체 등록장애인의 51.4%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구의 상당수가지체장애인인 것을알수 있 

다. 각 구별 분포를 살펴보면 노원구가 12 ，348명 

(6.맺1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강서구， 관악구， 

중랑구， 송파구 등의 순으로 나타나 지체장애인이 

서울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구별 비중이 낮은 지역은 중구，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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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용산구， 서초구 등으로서 지체장애인의 경우에 

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주거밀집지역에 거주 

하는 비율이 높고， 도심이나 부도심 같은 업무지구 

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등록된 지체 

장애인의 수가 많은 지역이 대개 주거밀집지역이 

기 때문에 이들의 집중도를 보다 명확하게 알아보 

기 위해서는 각 구별 전체인구를 고려해야 한다. 

각 구별 주민등록인구 대비 지체장애인구의 비중 

을 살펴보면 구별로 1.0~2.2% 정도가 지체장애인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비중이 높은 지역 

은 중랑구(2.2%) ， 강북구(2.2%) ， 강서구(2.1%) 등 

서울외곽에 위치한 구들이며， 가장 비중이 낮은 지 

역은 서초구(1.0%) ， 강남구(1.1%) ， 송파구(1.4%)로 

서 소위 강남 3구로불리는지역임을알수 있다. 

이를 구별 지체장애인의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LQ)로 나타내보면 중랑구와 강북구가 

각각 1.275 ，1. 267의 입지계수값을 갖는 반면， 강남 

3구는 서초구 0.608, 강남구 0.646, 송파구 0.799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강남 3구의 등록장애인 입지 

계수가 낮게 나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다. 하나는 지체장애인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이 낮은 것을 감안할 때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 

로주거비용이 높은강남지역에 거주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때문에 이 지역장애인들이등록을기피한결 

과로 보인다.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 지체장애 

인의 구별 분포 외에 실제 노동시장에서 생산가능 

인구에 속하는 연령대인 15세 이상의 구별 지체장 

애인의 분포 또한 앞서 제시한 전체 지체장애인의 

분포와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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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 서울시 구별 지체장애인 분포 

[그림2] 서울시 구별 지체장애인 입지계수 

2) 서울시 지체장애인의 취업현황과 장애인 

취업기회의분포 

2008년 사업체 장애언 고용실태조사를바탕으로 

지역별 장애인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수는 

153 ，419명으로서 전체 상시근렁}의 1. 25%를 차 

지하고 있으며， 그 중 서울시의 장애인 상시근닮 

수는 42 ，872명으로 전국 장애인 근로자의 27.CJJ/o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상시근엎 수가 많은 지 



역은 경기도， 부산， 경상남도 순으로 나타나 서울 

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부산 

경남 지역에 장애인 고용사업체가 많고 고용기 

회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전국 장애인 상시근로 

자 153 ，419명 중 1년 이상 고용계약이 되어 있는 

상용직은 전체의 97.8%인 149 ，982명이며， 임시직 

과 일용직은 각각 1.5%， 0.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에 고용된 상시근화 중 지체장 

애인은 30 ，592명으로 서울시 전체 장애인 상시근 

로자의 71.3%를 차지하고 있어 타 장애유형 에 비 

해 지체장애인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있다. 

사업체에 고용된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외에 자영업자， 고용주 등을 포함한 장애인 취업자 

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8년 제1차 장애인고용패 

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결과， 전국 15세 이상 - 75 

세 미만 장애인 취업자는 총 756 ，948명이며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15세 이상 

-75세 미만 장애인 취업자는 277 ，170명으로 전국 

장애인 취업자의 36.6%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地理學論흙 저155， 56 합본호 (2010.9.1) 

전체 등록장애인 중 서울 인천 경기지역이 차 

지하는 비중은 각각 40.2%, 12.6%, 47.2%로서 장 

애인 취업자 277 ，170명이 이 등록장애인 비율로 

각 지역에 할당된다고 가정할 경우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장애인 취업자는 각각 111 ， 298명， 

34 ，977명 ， 130 ，895명 에 이른다. 

고용에 관한 이론 중 직무경쟁이론에 따르면 장 

애인은노인， 여성보다 직무서열에서 열위에 위치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임두택 전리상， 2000). 또 

한 장애로 인한 교육수준의 저하(남찬성 , 2009) , 

취업과정시의 차별(조홍중 전이상， 2000; 강동 

욱， 2005) ， 현대화 된 직무직종이나 사업장 환경과 

의 부적합성(전리상， 2006) 등으로 인해 직종 중에 

서 비교적 안정된 직장과 고소득이 보장되는 전문 

관리직보다는 농림어업직(19.7%) , 기능원 

(12.1%) , 단순노무직(34.0%)에 집중적으로 종사한 

다. 또한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인구에서 각 직종 

간 비율은 의회의원과 같은 고위관리직을 제외하 

고는 대체로 10% 내외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는데 

반해 장애인들은 특정 직종에 집중적으로 분포하 

[표 1] 서울시 취업 지체장애인의 직종별 비중 (단위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의회의원 5.1 14 4.2 1.0 
전문가 1. 5 1.9 0.7 1. 0 

기술공·준전문가 5.1 47 42 4.5 
사무직 8.1 9.3 9.9 10.9 
서비스직 17.5 17.4 15.5 14.5 
판매직 8.0 4.7 7.0 6.4 

농림어업직 0.4 0.7 
기능원 8.0 8.5 10.6 12.7 

장치·기계조작 2.9 2.8 4.9 4.5 
단순노무직 43 .4 49.3 42.3 44.5 

주 1) 만 15~75세 등록장애인(제주지 역 제외)을 바탕으로 조사한 자료임 

자료: 2008 장애인고용패널조사원자료를활용하여 연구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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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비장애인에 비해 직종별 분리가 심하다2) 임금 

근로자만 따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이들은 대부분 

사무직(10.2%) ， 기능원(15.9%) ， 단순노무직 

(49.7%)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 

히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거의 50%에 달하고 있어 

임금근로자의 취업기회가 미숙련 노동에 매우 집 

중되어 있음을알수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취업 장애인의 직종별 비율 

을 살펴보면 전국 대비 전문 · 관리직의 비율이 높 

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위직종인 단순노무직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 직종별로 양극화의 경향을 보 

이고 있다. 특히 임금근링}의 경우에는 전문 관 

리직의 비중이 낮고 단순노무직이 보다 높은 비율 

을차지한다. 이는서울시에 거주하는취업 지체장 

애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지체장애인이 기능원 및 장치 기계조작 

관련직이나 단순노무직 등 비교적 하위직종에 종 

사하는 비율이 높다고 해서 이들의 취업기회가 공 

간상에 균등하게 분포하지는 않는다. 취업기회와 

직장위치의 공간분포를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취업한 지체장애인의 산업분포를 고려 

해야한다. 앞서와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취 

업 장애인을 산업별로 분류해보면 농림업(21.7%) ， 

제조업(16.3%)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 

업(10.5%)， 사업서비스업(8.5%)， 건설업(8.6%) ， 도 

매 및 소매업(9.7%)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008년사업체 장애인고용실태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인 상시근화만을 살펴볼 경우 이 

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상시근로자의 경 

우에는 제조업 41. 2%, 사업서비스업 12.3%, 운수 

업 11.3%로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은 

5.8%.로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한국장 

애 인고용공단， 2009b). 

서울시에 한정하여 이를 살펴보면 농림업의 경 

우에는 전국단위에서는 장애인이 가장 많이 종사 

하는 산업이나 서울시에서는 종사비중이 크게 감 

소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건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으며， 그 중 임금근로 

자는 제조업과 공공행정부문의 비중이 지체장애 

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지체장애인의 고용비중이 높은 산업과 직종 간 

의 비중을 살펴보면 고위관리직의 62. <)l/0가 제조업 

과사업서비스업，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문 

가의 경우에는 65.8010, 기술공은 44.맺@ 에 달하고 

있다.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직은 운수업의 비중 

이 높아 50. <)l/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35.80/0 

에 달해 두 업종의 합이 86.7%에 달하고 있고， 단 

순노무직은 전체의 61.6%가 제조업과 사업서비스 

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능원 

및 관련직은 제조업이 46.0%, 건설업이 10.2%, 사 

업서비스업이 9.9%,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 

스엽이 10.6%로나타나며 사무직의 경우에는사업 

서비스업과 금융 및 보험업， 제조업， 도소매업의 

비중이 56.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취업한 

지체장애인이 단순노무직과 기능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더라도 이들 

의 분포가 공간상에 균등하게 분포하기보다는 서 

울시의 산업별 사업체 입지분포를 고려할 때 오히 

2) 일반취 업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판 직종은 λ}무직으로서 14.0%이며，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 
자의 비율은둘다 11.1%수준에 머물러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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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서울시 취업 지체장애인의 산업별 비중 (단위 :%) 

전체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0.4 
광업 

제조업 14.2 16.3 16.2 20.0 

전기가스업 

건설업 9.1 10.8 7.1 8.1 
도소매업 8.8 5.2 4.9 4.5 
음식숙박업 5.8 6.1 6.2 6.3 

τ。r-ι「、~ 6.2 5.6 7.1 5.5 
통신업 1. 2 1. 4 

금융및보험업 1. 2 1. 4 0.8 0.9 
부동산및 임대업 11 0.5 1. 4 
사업서비스업 13.5 13.6 15.5 15.5 

공공、사회보장행정 6.9 8.5 7.7 10.0 
교육서비스업 2.2 1. 9 2.1 0.9 

보건、사회복지사업 3.6 4.7 4.2 5.5 
영화、방송、오락 3.6 4.2 4.2 4.5 

기타 공공， 수리， 개인서비스업 16.4 14.6 16.2 11.8 
가사서비스업 5.8 5.2 6.3 6.4 

주 1) 만 15~75세 등록장애인(제주지역 제외)을 바탕으로 조사한 자료임 

자료: 2008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자 작성 

려 특정 지역에 집중해서 분포하고 있다고판단하 

는것이적절하다. 

실제 서울시의 장애인 구인업체 및 이들의 공간 

적 분포에 관한 통계는 공식통계뿐만 아니라 행정 

통계에서도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별 취 

업기회를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장애인 구 

인 · 구직사이트 중 장애인 취업기회의 실태를 가 

장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워크투게 더 (Work Together)에 게시 된 구인광고 

D/B를 정리 분석하였다. D/B는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게시된 구인게시물들을 참고하여 실제 장 

애인의 근무지역을 기준으로 구별 구인인원을 정 

리하였다5) 

[그림 3]을 보면 강남구와 서초구， 중구， 성동구와 

같이 일반적으로 취업기회가 많은 서울의 도심이 

나부도심， 그 인근 지역에 장애인 고용기회가다 

수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지체장 

애인의 거주분포와 비교하면 그 의미가 보다 명확 

해진다. 서울시 내에서 지체장애인은 노원구， 강서 

구， 강동구， 관악구， 은평구 등 서울 외곽에 보다 

많은 수가 거주하고 있으나 취업기회는 강남구， 서 

초구， 중구， 성동구 등에 많은 수가 집중되어 있다. 

3) 실제 장애인 고용사업체가 구인광고를 게시할 때는 장애유형에 대한 명시적인 구분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결과는 지체장 
애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장애인 전체 집단에 대한취업기회로볼수 었다. 또한 이 자료는특별히 구조화된통계수치가아니므 
로 여러 가지 오차가 개입할 여지가 많기에 이를 감안하고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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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울시 구별 장애인 고용사업체 및 모집인원의 분포 

즉， 장애인의 취업기회와 지체장애인의 거주지역 

이 구별스케일의 관점에서 불일치하고있는것이 

다. 이는 이들이 원활하게 취업하기 위해서는그만 

큼의 이동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서울시의 취업 지체장 

애인은 경비원이나 청소원 등과 같은 단순노무직 

이나 기능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직 등 대체로 

미숙련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종사 

자의 산업분포를 고려한다면 특정 지역에 직장과 

취업기회가 보다 밀집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사무직의 경우에도 다수가 텔레마케터나 전화상 

담관련 업무이며 이들또한대부분도심이나부도 

심에 분포하는 경향이 강하다4) 이는 장애인 노동 

력을수요하는사업체가특정지역에 밀집해 분포 

함으로써 노동력을 공급할 장애인이 취업기회를 

찾아 공간을 이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구인자 

와 구직자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지체장애인 

이 고용-거주의 공간적 분리 상황에서 어떻게 통근 

통행하고 직장과 주거지를 연계하는지 보다 자세 

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간적인 이동이 타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체장애인 

의 경우 이를 살펴보는 것이 지체장애인의 취업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이는 

다음 4장에서 지체장애인의 통근통행특성을 분석 

하면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IV. 서울시 거주 지체장애인의 통근 
통행특성과 통근거리 결정요인 

1) 자료의 설명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의 

통근통행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통근 · 통학 10% 표본자료 중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 원자료 B유형을 주된 분석자료로 선 

정하였다. 

4) 댈레마케터 업무가 전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가가 저렴한 서울 외곽지역에 입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나， 실제로 공정거래위 
원회에 ‘전화권유판매사업자 로 등록한 업체는 서울 강남구에만 700곳이 넘어 강남과 같은 도심지역이나 도심인근지역에 상당 
수의 업체가 밀집해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주간동아， 2009년 9월 2일자 “전화냉대 ... 감정 따지면 일 못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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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에는 ‘장애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명시적으로 가구원이 장애인임을 응답하도록 하 

는 것이 아니라， ‘활동제약자 라는 용어를 사용하 

여 개인의 활동제약 여부를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활동제약에 관한 항목이 도 

입된 것은 2005년도 조사부터이며， 여기서 활동제 

약이란 ‘6개월 이상 지속되어왔거나 지속될 것으 

로 예상되는육체적 정신적 제액으로 정의된다 

(통계청， 2007). 

본 연구에서는 ‘활동제약자’를장애인으로간주 

하는데， 그에 대한근거는다음 세 가지를들수 있 

다. 첫째，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제시한 활동제약의 

정의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의 기준인 1) 손상유 

무， 2) 손상의 지속성， 3)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 

에 대한 제약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둘째， 활동제약 여부를 묻는 질문의 보기를 

살펴보면@시각 청각 언어장애， æ 걷기등육 

체적 제약(중풍포함)，@ 학습의 어려움 등 정신적 

제약(치매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풍의 경 

우 뇌병변 장애의 일종이며 치매는 기질성 정신장 

애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에 이들을 장애인으로 간 

주하는 것01 가능하다. 셋째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 

건사회연구원에서는「장애인 복지법」 제 28조와 

시행령 제 14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5년마다 ‘활동 

제약자 실태조사 를 실시하고「장애인 복지법」에 

서 규정한 장애기준으로 활동제약자를 분류하고 

있는바， ‘활동제약자’ 를 바탕으로 장애인을 분류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논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분 

석을 수행하는데 실제 지체장애는 신체장애에 포 

함된 장애유형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 사용할 

분석자료는 장애유형별 구분은 가능하나， 이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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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포괄적으로 구분하고 있기에 지체장애만을 명 

확히 분리하여 살펴보는 데는 어려웅이 있다. 특히 

지체장애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걷기 등의 육체 

적 제약 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내부 신체장애나 안 

면장애 등도 하나의 범주로 포함하는 현상이 발생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지체 

장애의 비중이 ‘감각장애를 제외한 신체장애’ 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이 신체 

장애의 대다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명시적으로 ‘신체장애’ 로 표기하되， 

이를 지체장애인의 특성으로 간주하여 분석을 수 

행하였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취업한 지체장애인 및 비장 

애인의 통근통행특성은 주로 통근거리와 통근시 

간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에서 통근시간은 

5분 단위로 Grouping 한 후 코드화되어 제공되므 

로 각 코드 항목의 중앙값(0-4분의 경우 2분， 5-9 

분의 경우 7분)을 해당 통근통행의 소요시간으로 

간주하였다. 통근거리의 경우에는 각 시/군/구의 

Centroid 간의 유클리디안(Euclidean) 거리를 계산 

하여 활용하였으며， 구내통근의 경우에는 구 면적 

의 반지름거리를，동내 통근의 경우에는동면적 

의 반지름 거 리를 통근거 리로 간주하였다. 

2) 서울시 거주 지체장애인의 통근통행특성 

본 장에서는 서울시 거주 취업 장애인과 비장애 

인의 통근자료를 토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통 

근거리와 통근시간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지체장 

애인의 통근거리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이에 앞 

서 장애인의 경우표본수가작기 때문에 이상점을 

추출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2개의 표본 

이 표준편차에 비해 과도하게 커서 이 표본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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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서울시 거주 지체장애인의 통근통행특성 (단위 : km, 분， %) 

자료: 통계청(2007)을 이용하여 연구자 작성 

에서 제외하였다. 앞으로 제시되는 모든 통계수치 

는 모두 이 표본들을 제거하고 집계된 수치 임을 밝 

혀둔다. 우선 서울시에 거주하는 취업 장애인과 비 

장애인의 평균통근거리와 통근시간을 계산한 결 

과는다음 〈표 3)과같다.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취업 장애인 

의 평균통근거리는 7.12km로 비장애인의 9.57km 

보다 2.45km 정도 통근거 리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 

다. 통근시간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통근하는데 평 

균 37.8분이 걸리는데 비해 비장애인의 경우 40.4 

분이 걸려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비해 통근거리와 

통근시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개인별 

lkm 통근 시 걸리는 시간(통근시간/통근거리)을 

계산하여 집단별 1km당 평균소요시간을 구해보면 

비장애인의 경우 평균 9.21분이 걸리지만 장애인 

은 평균 13.00분이 소요되어 동일한 거리를 이동할 

경우 장애인의 소비시간이 더 길게 나타난다. 

집단별 직주근접성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내통근율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구내통근율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경우 전체의 

46.0%가 동일 구 내 에 직장과 거주지가 있는 반면，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단지 29.3%만이 직장과 거주 

지가 동일 구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직주근접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취업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직주근접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구내통근율 간의 차이에 

서 나타나는 것처 럼 장애 인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 

는 구 내에 직장이 있는 경우가 통근자 전체의 약 

46%를 차지한다. 이는 서울시에서 취업한 장애인 

의 절반 정도가 자신이 살고 있는 구 내에 직장과 

거주지가 있어 비장애인에 비해 직주 간 거리가 짧 

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장애인은 특정한 손상 유무로 구분되는 집 

단이므로 어떤 유형의 장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 

라 집단 내부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장애인 집 

단내에서 장애유형에 따른 이동성 차이를간접적 

으로 보여준다. 특히 장애인의 절반이상을 차지하 

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손상부위가 상반신(상지)인 

지 하반신(하지)인지에 따라서 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전체의 8CYVo 이상이 하반신 혹은 상반신과 

하반신 모두에 f합을 가지고 있어 다른 장애유형 에 

5) 두 집단의 평균통근거리와 통근시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통근거리는 유의수준 1% 
이내에서， 통근시간은유의수준 5% 이내에서 통계적A로유의한 것으로나타났다. 

6) 본 결과는 앞에서도 밝혔듯。l 서울入l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다. 분석대상을 수도권 전체근화로 확장할 경우 구내 
(역내) 통근율은 61.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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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이동이 매우 불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기(한국 

장애인고용공단， 2009a). 

실제 장애인을 장애유형별로 구분하여 통근통행 

특성을 살펴보면 감각장애를 제외한 신체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통근거리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신체장애인의 범주 내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신체내부기관장 

애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장애인 통계현 

황을 바탕으로 한다면 지체장애의 비중이 감각장 

애를 제외한 신체장애의 70% 정도를 차지하기 때 

문에 이들의 통근거리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있다. 

유형별 평균통근거리와 구내통근율을 살펴보면 

감각장애인의 평균통근거리가 정신장애인에 비해 

크게 높지 않음에도 구내통근율은 훨씬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중위수에 따라 각 유형별 통근거리를 

다시 살펴보면 정신장애》감각장애 〉신체장애 순 

으로 나타나 감각장애를 제외한 신체장애의 통근 

거리가 가장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각 장애유형별 

구내통근율은 이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 

정신장애인의 구내통근율은 약 30% 수준이지만 

감각장애와 신체장애는 약 45%-50% 수준에 이르 

고 있어 이들의 직주근접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장애유형 중 정신장애인의 통근통행이 집단 내에 

서도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취업한 정신 

장애인의 경우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취업한 경우 

타장애유형에 비해 이동에 따른물리적인 제약이 

덜하기 때문이며， 이로인해 비장애인과비슷한수 

준의 통근거리와 통근시간， 구내통근율이 나타나 

地理學論홉홉 제55.56 합본호 (2010.9.1)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앞선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체장애인을 포함한 

신체장애인의 통근거리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 특 

히 짧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신체장애가 취 업 

이 용이한 장애유형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만큼 다른 집단에 비해 거주지에서 먼 곳에 직장을 

구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다. 특히 50% 수준의 높은 구내통근율이 이를 뒷 

받침한다. 이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통근거리와 구내통근의 경향성이 매우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서울시 거주 지체장애인의 통근거리 결정 
요인 

앞서 제시한 결과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의 통근거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결과만으로는 장애에 

따른 영향을 명확히 판단하긴 어렵다. 왜냐하면 장 

애인과 비장애인 집단 내에서도 다양한 특성에 따 

라 통근패턴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장애 그 자체가 통근거리에 미치는 영향 

을 적절히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장애인이 

라는 집단 내에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효과를 제거하고 장애 

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장애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통근통행에 미치는 영향을 보 

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장애유형 중에 

서 지체장애와 시각장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7) 실제로 1일 평균 통행시간을 개인의 이동성으로 간주할 경우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의 1일 평균 통행시간은 각각 
88.3분， 104.4분， 118.5분으로 나타나 지체장애인이 현재의 물리적 환경과 교통시설 퉁을 감안했을 때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 
적으로 이동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한국교통연구원，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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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 지체장애인의 통근통행특성 

다른 유형 에 비해 이동성이 낮기 때문에 다른 변수 

를 통제한 상태에서 각 장애유형의 영향을 살펴보 

아야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근통행 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하여 장애 그 자체가 직 

접적으로 통근통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통근 

거리에 대한 장애인의 대응방식이 어떻게 달라지 

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는 최소자승법 (OLS)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수 

행하여 각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1) 회귀분석 변수의 선정 

분석에 사용될 독립변수는 통근거리 결정요인에 

관한 기존 문헌들을 참고하여 추출하였다. 각 연구 

들에서는 다양한 인구 사회적 요인과 취업기회 

로 대표되는 지역적 변수 외에도 가족 구성원의 

수， 지동차 소유여부， 학령기 자녀 수， 주택소유형 

태 등 다양한 변수들을 통근거리의 결정요인으로 

서고려하고있다. 

본 분석에서 사용할 변수들을 살펴보면 종속변수 

의 경우각개인통근거리에자연로그를취하여로 

그변환 한 값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우선 개 

인의 인구 사회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성 

별과 연령， 직업종류， 교육수준을 사용하였다. 특 

히 교육수준은소득의 대리변수로서 활용하였다. 

가구특성으로는주택의 점유형태와가구내 통근 

[표 4] 회귀분석 변수선정 

τ~4누‘ }컨ð9、 ln(통근거리) ln(m) 통근거리의자연로그값 

성별 더미 남성 :0 여성: 1 
연령 세 개인연령 

인구 
.ïiL.J으1스즈 c- 범주 

중학교 이하: 1 고등학교:2 
사회적 대학교:3 대학원이상:4 
트「;싸 ~ 전문·사무직 전문·사무직:l(참조변수: 서비스판매직) 

지~.;조 。 농림어업직 더미 농림어업직:l(참조변수: 서비스판매직) 

기계·단순노무직 기계 ·단순노무직 l(참조변수: 서비스판매직 

장애여부 더미 비장애인: 0, 장애인: 1 

장애특성 |자 ~oH으 ”혀 。 L
신체장애 

더미 
신체장애:l(참조변수: 감각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l(참조변수: 감각장애) 

여성장애인 더미 비장애인 및 남성장애인: 0, 여성 장애인:1 

중복장애여부 더미 중복장애 아닙: 0, 중복장애:1 

점유형태 더미 전 、 월세: 0, 자가소유: 1 
가구내통근자수 며。 가구내통근자수 

가구특성 | 
5년간이주여부 더미 이주경험 없음: 0, 이주겸혐 있음: 1 
가구구성원수 며。 가구내구성원수 

미취학아동수 며。 7세 이하자녀의수 

자동차소유여부 더미 소유하지 않음: 0, 소유: 1 

도착지역 인천 
더미 

인천:l(참조변수: 서울) 

지역특성~직장위치) 경기 경기:l(참조변수: 서울) 

출발지역 
지수 

주간인구/야간인구 
취업기회 

도착지역 주간인구/야간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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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 가족 구성원 수， 미취학 아동 수， 자동차 소 

유여부， 5년간 이주여부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주 

택 점유형태는 해당 주택이 자가소유일 경우 전 

월세에 비해 주거지의 이동이 쉽지 않으므로 통근 

거리가 보다 길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변수로 투입하였으며， 가구 내 통근자 수와 가족 

구성원 수는 해당 가구의 거주지를 결정하는데 있 

어 중요한 의사결정 주체가 몇 명이나 되는지에 따 

라 통근거리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분석 에 사용하였다. 미취학 아동 수는 여성의 경우 

미취학 아동이 있을 때 육아에 대한 책임부담 때문 

에 짧은 통근거리를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기존 

연구결과(진종헌， 1994; 노시학 · 손종아， 1993; 김 

현미 ， 2어8)를 수용하여 분석 에 투입하였다. 자동 

차 소유여부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이동 

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다 먼 통근거리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5년간 이주여부는 해당 

가구가 5년 내에 이주하였을 경우 통근거리가 길 

어지는지 더 가까워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 

용하였다 

지 역적 특성으로는 어떤 지 역을 도착지로 삼느냐 

에 따라 통근거 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 

여 도착지역 변수를사용하였다. 또한주거지와 직 

장소재지별취업기회를나타내는직주비율을지역 

적 특성에 관한또하나의 변수로서 분석에 투입하 

였다. 

마지막으로 장애특성과 관련된 변수로는 장애유 

무를고려하였다. 앞서 제시한장애인의 통근거리 

를 통해 판단해 볼 때 장애가 있을 경우 통근거리 

는 비장애인에 비해 짧아지므로 음(-)의 계수 값을 

地理學論홉홉 제55， 56 합본호 (2010.9.1)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일 경우와 

장애인일 경우 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통근 

거리가 더 짧아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상호작용변 

수로서 여성 장애인 변수를 투입하였다. 

추가적으로 장애인 내부에서의 통근거리 차이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앞에서 제시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다시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이 경우에는 장애유무는 변수에서 

제외하고 장애유형을 변수로 투입하였으며， 중복 

장애인 경우를 고려하기 위해 중복장애변수 또한 

변수로 투입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편 이 경우 

여성 장애인 변수는 성별변수와 일치하므로 분석 

에서제외하였다. 

(2) 서울시 거주 지체장애인의 통근거리 결정요인 

분석 

앞서 제시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전체 집단에 대 

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 모형 I 과 같 

다. 분석결과 Adjust R2 값은 0.276으로 그다지 높 

지 않으나 많은 변수들이 모두 유의수준 1%, 5% 

이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설명변수의 통계 

적 유의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일수록통근거리가짧아 

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연령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 

종의 경우 전문 ·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서비 

스 판매직에 비해 더 긴통근거리를가지는반면， 

생산 및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더 짧은 통근거리 

를가지는 것으로나타났다. 소득의 대리변수로간 

주한 교육수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8) 분석에 더미변수가 많이 사용되므로 다중공션성(m비ti-collinea때)에 대한 우려가 있어 VIF계수 값을 살펴본 결과 모두 VIF 값이 
1-2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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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회귀분석 결과 

인구 
사회적 
~λA 
='6 

?
순
 

벼
t
 려
O
 

스l
 

서
。
 여
μ
 。
#

교
 

-0 .173 (0.029) 
0.000 (-0.001) 
0.199 (0.117) 

0.197 (0.074) 
-0.070 (-0.002) 

0.080 (-0.026) 

-0.151 (-0.012) 

0.066 (0.003) 
장애 
표츠Jd -., 。

전문·사무직 
직종 l 농림어업직 

기계·단순노무직 

장애여부 

여성장애인 

신체장애 

정신장애 

중복장애 

점유형태 

가구내통근자수 

5년간이주여부 

가구구성원수 

미취학아동수 

자동차소유여부 

직장 ! 인천 
위치 | 경기 

직주 | 출발지역 
비율 ! 도착지역 

0.168 (0.063) 

0.044 (0.027) 

0.087 (0.029) 

0.008 (0.007) 

0.004 (0.002) 

O.063 (0.023) 

1. 889 (0.166) 

1.655 (0.385) 

-0.103 (0.206) 

0.074 (0 .117) 

Durbin-Watson 
Adjust R2 

가구 
트성 

지역 
트성 

-15.691*** 
-0.256 
25.265*** 

13.550*** 
-0.403 
-4.955*** 

-2.298** 

0.662 

總u써
 써
 

6·mm 

m
μ
 
m뼈
 

t 

, 

14 

FD 

꺼
i
 

14 

0.428 
5.309*** 

42.814 *** 

97.595*** 

-37.762*** 

51. 250*** 

1.898 

0.276 

-0.094 (-0.033) 
-0.002 (-0.017) 

0.169 (0.106) 

0.086 (0.028) 

-0.164 (0.144) 

0.090 (0.029) 

0.451 (0.103) 

-0.104 (-0.014) 

0.198 (0.069) 

0.133 (0.078) 
0.120 (0.914) 

-0.024 (-0.023) 

0.150 (0.047) 
-0.032 (-0.011) 

2.260 (0.099) 

2135 (0.445) 

-0.118 (-0.167) 

0.114 (0.299) 

Durbin - Wa tson 
Adjust R2 

-0.853 
-0.394 
2.333** 

0.546 

-1.143 

0.675 

2.435** 

-0.389 

1. 757* 
1. 787* 

0.914 

-0.462 
1.194 

-0.258 

2.775*** 

12.326*** 

-4.389*** 

7.862*** 

1. 988 

0.338 

*** 유의수준 1% 이내에서 유의 ** 유의수준 5% 이내에서 유의 * 유의수준 10% 이내에서 유의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통근거려가 길어짐 

을 알 수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전체 가처분소득 

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직주근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소득수준이 직 

주근접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함을보여주는부분 

이다(이번송， 1998; 윤인하 -김호연; 2003; 김태경， 

2007; 김태경 · 검완선， 2009; Guiliano, 1998). 

가구특성의 경우에는 자가소유자의 통근거리가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윤인하 김호 

연(2003)과 이번송(1998)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 

로서 자가 소유 여부와 소득과의 관계 때문이거나 

자가소유자의 경우 전 · 월세 소유자에 비해 거주 

지를 옮기는데 좀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으 

로 판단할 수 있다. 가구 내 통근자 수는 전명진 

강춘령(2'야9)의 결과와 유사하게 통근거리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통근거 리는 길어 

짐을알수있다.반면미취학아동수는여성의 성 

역할에 따른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투입한 변수 

인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내 임금 

근링}의 경우 미취학 아동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 

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임금근로자 

외에 자영업자와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이 변수가 유의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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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타나는데， 이는미취학아동이 있고자영업자 

나고용주의 지위에 있는 여성이 자신의 거주지 근 

처에 개업함으로써 직주거리를 짧게 하기 때문으 

로풀이된다(노시학， 2000). 

지역적 특성의 경우 직장이 인천이나 경기도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에 직장이 있는 사람보다 직주 

거리가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주비율이 미 

치는 영향은 출발지의 직주비율이 높을 경우 통근 

거리는 짧아지지만， 도착지의 직주비율이 높을 경 

우에는 오히려 통근거리가 길어짐을 확인할 수 있 

는데 이는 김형태 (2009) ， 신상영(2003)의 연구와 

일치하는결과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핵심변수인 장애유무가 통근거 

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유의수준 5% 이내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가 있을 

수록 통근거리가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도 장애인이 비장애인 

에 비해 통근거리를 짧게 유지하려 하는 경향을 보 

여준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아 이동성의 제약이 적 

은 경우라도 장애 그 자체로 인한 제약이 존재한다 

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인 경 

우의 상호작용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는데， 이는 여성 장애인의 통근거리가 여성 

비장애인에 비해서 짧은 것이 이 둘의 상호작용에 

의한결과는아님을의미한다. 

분석을통해 장애유무변수가통근거리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사실은 장애가 직 

접 통근거리에 미치는 영향그자체만을의미한다. 

하지만 장애로 인해 나타나는 낮은 교육수준， 직종 

의 한계와 그로 인한 낮은 임금수준， 장애로 인한 

임금차별등장애가다른요소에 영향을끼쳐 이것 

地理學論홉훌 제55.56 합본호 (2010.9.1) 

이 통근거리로 표현되는 장애의 간접적 영향력 또 

한 매우 중요하다. r2005년 장애인 근라 실태조 

λL 에 따르면 장애인 근링}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월 157.4만원으로 일반근로자의 240만원의 65.6%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고용촉진공단 고 

용개발원， 2005: 40).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교통비의 비중이 높아지 

므로 보다 직장과 거주지가 근접할 것을 요구하게 

되며， 특히 이동의 제약이 심한 지체장애인의 경우 

물리적인 교통비용과 함께 장애로 인한 심리적 

비가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Kopec 1995). 즉， 

현재의 환경에 개인의 손상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 

에 나타나는 장애 그 자체로의 어려웅과 함께， 장 

애로 인해 낮은 소득을 얻을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 

적 측면이 지체장애인의 공간 활용능력을 저해하 

고있는것이며 이것이 이들의 직장과주거지사이 

의 거리로서 표현되었다고볼수 있다. 

다음으로 장애 인 내부에서의 통근거 리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 모형 

11 와 같다. Adjust R2는 0.338로서 장애 인과 비장애 

인의 구분 없이 전체 집단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 

한 결과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1 

분석결과를살펴보면 전체 집단에 대한분석결과 

와는 다르게 많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성별변수의 경우 

전체 집단에서 여성일수록 통근거리가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장애인 집단에서는 그 영 

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만 살펴보면 장애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통근거 리가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교육수준을 

9) 모형 I 과 마찬가지로 모든 변수의 VIF 지수가 1-3사이에 있어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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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대 리변수로 간주하였음을 고려한다면 이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의 경우 

통근거리가 길어짐을 의미한다고볼수 있다. 다음 

으로 유의한 변수로서는 정신장애유무에 대한 변 

수로서 이는 취업한 정신장애인의 경우 감각장애 

인에 비해 통근거리가 길게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 

이다. 반면 신체장애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시각장애를 포함하는 감각장애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유 

형에 따른 상대적인 이동제약이 통근거리에 미치 

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구변수 중에서는 가구 점유형태가 자가소유 

일수록 통근거리가 길고， 통근자 수가 많을수록 통 

근거리가 긴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쉽게 거주 

지를 이동하지 않고 직장을 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근자 수가 많을수록 통근거리가 긴 

것은장애인의 경우주거지 선택에 있어서 가구내 

의 의사결정자 수가 많아질수록 본인의 통근거리 

는 걸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 외 지역 

변수로서 도착지의 위치， 직주비율 등은 전체 집단 

의 결과와 동일하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의 경우에도해당지역의 취업기회에 따라 직주거 

리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 타 집단에 비해 비교적 

취업이 용이하지 못한 장애인의 통근통행특성을 

분석하여 이들의 공간활용과 취업의 공간적 측면 

을 이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지역을 서울특별시로 한정시켜 분석을 수행 

하였으며， 특히 장애인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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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을중심으로분석을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서울시에 거주하는 등록 지체장애인의 

분포를 집중도를 나타나는 입지계수(띠)를 통해 

판단할 때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보다 서울 

외곽의 주거중심지역(노원구， 강서구， 중랑구 등) 

에 보다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이들의 취업기회는 대체로 중구， 강남구， 서초 

구， 성동구 등 일반적으로 취업기회가 다수 분포한 

지역에 장애인의 취업기회가 더 많이 분포하고 있 

음을알수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취업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평균통근거리와 통근시간을 분석 

한 결과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통근거리와 시 

간이 더 짧았으며，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각장애를 제외 

한신체장애를가진장애인이 다른장애유형에 비 

해 직주거리가짧아지는경향이 있었다. 이들내에 

지체장애인의 비율이 높음을 감안한다면 일반적 

으로 이통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의 직주 

근접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회귀분석을 통해 통근거리에 영향을 주는 다양 

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각 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살 

펴본 결과 장애유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통 

근거리에 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또한장 

애인 내부의 차이를 살펴보면 직종보다 소득의 대 

리변수로 간주한 교육수준이 통근거리에 더 유의 

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이동 

제약이 덜한정신장애인이 다른유형에 비해 통근 

거 리가 길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체장애인의 취업에 있어서 양 

적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 

다. 우선 취업한 지체장애인은 취업하지 못한 지체 



장애인에 비해 일상생활 자립도나 신체활동능력 

이 원활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취업한 지체장애인 

의 통근통행과 직주연계방식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들의 공간활용은 비장애인에 비해 제한되어 있 

다. 이를 통해 판단해보면 이들보다 취 업 가능성이 

더욱 낮은 지체장애인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지체장애인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취 

업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취업기회에 대한 공 

간적 접근을 보다 개선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접근성의 측면에서 취업한사람들도더 나은취업 

기회를 접할 수 있다면 자신에게 더욱 적합한 일자 

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지만， 금전적 심리적인 문 

제로 인해 그 공간범위가 특정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의 접근범위를 보 

다 확장시킬 수 있다면 취업의 질적 측면에 대한 

개선도가능해진다. 

본 연구는 지체장애인의 통근통행특성과 비장애 

인과의 비교분석 에만 중점을 두어 비교적 단순한 

현상만을 보여주었다는 점 에서 한계가 존재하지 

만， 공간적 관점이 부족했던 장애인 취업연구를 예 

전부터 지리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던 

노동시장의 공간적 관점과 통근통행， 직주연계 등 

의 논의들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장애인 취업연구 

에 있어 지리적 함의와 접근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는향후장애인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수 

있다는점에서그의의가있다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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