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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 

직장과 주거지가 현재와 같이 일터와 쉽터로서 공간 

적으로 분리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자본주 

의적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대량생산을 위한 공간이 독 

립적으로 형성되었고 이때야 비로소 주거공간은 생산 

기능을 자신으로부터 분리시켜 재생산기능을 전담하는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로부터 도시공간은 영역 

적으로 집락한 생산과 재생산(주거)기능의 공간적 콤 

플렉스로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공간적으로 분 

리된 직장과 주거지는 끊임없는 유인을 통해 서로를 

끌어당긴다. 도시를 하나의 노동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한 개인이 노동력을 팔아 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직장과 주거지 사이의 이동 

을 통해 유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장과 주거지는 

입지적으로 상호의존하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이같 

은 의존관계의 구체적 성격은 노동시장과 주택시장의 

국지적인 메커니즘에 기반한다. 

직장과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는 성별에 따라 상이한 

패턴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의 논의 속에서 일반적으 

로 승인된 전제는 여성의 직장이 남성보다 집 가까이 

에 위 치 한다는 것 이 다(Madden. 1981: Hanson & 

]ohnston, 1985; Mc1afferty & Preston, 1991). 여성 

(노동자)의 공간적 이동제약성 · 속박(spatial immo

bility . entrapment)과 관련된 지 리 학내 기 존의 논의 

는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노동 및 생 

산조직의 공간분엽론에 기반한 공엽지리 연구로서 이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논문을 지도하여 주신 김 인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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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간분업모댈은 일반적으로 자본의 공간적 이동 

성과 국지적인 고용의 이용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Lewis, 1984; ffiG의 여성과 지리연구그룹， 1984); 

Nelson, 1986). 둘째， 주로 센서스분석에 기초한 경험 

연구로 진행된 직장과 주거지사이의 통근연구가 있다 

(Madden, 1981; Hanson & Johnston, 1985). 

본 연구는 경험적 통근연구에 구조적 분석을 부가하 

려 한 Wekerle & Rutherford(1989)의 작업에서 단서 

를 포착하려 한다. 즉 직장과 주거지의 입지적 의존관 

계에서 여성의 특수한 지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구 

내 동학(가부장제로 인한 이중역할 의무)에 의한 공간 

적 제약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성-차별화된 국지적 

형성과정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지적 사회 네트워크Oocal 

social network)’로서 ‘근린’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Hanson & Pratt(198&)의 개념틀을 수용하여， ‘가정

노동’간 상호관계의 재개념화를 기반으로 성별차이가 

직장과 주거지의 입지적 의존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 

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과 주 

거지사이 거리의 성별 차이가 직업 및 소득 등 경제활 

동관련 변수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둘째， 직장과 주거지의 선태방식과 양자의 입지결정과 

정에서의 성별 차이가 직장과 주거지의 입지적 의존관 

계에 갖는 함의를 밝힌다. 셋째 노동과 주거의 국지적 

특성이 직장과 주거지의 입지적 상호의존관계에 미치 

는 영향을 밝힌다. 

2. 연구대상지역 및 연구방법 

연구대상지역으로 서울시 강남구와 구로구를 선정 

하였다. 노동시장과 주택시장의 양 측면에서 강남구와 

구로구는 각각 대조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을뿐만 아니 

라， 직장과 주거지 사이 입지적 상호의존관계가 역사적 

으로 형성되는 과정 또한 정반대의 성격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구로구는 노동시장의， 강남구는 주택시장의 

발전에 기반하여 직장과 주거지의 입지적 의존관계가 

형성되었다. 

이상과 같은 몇가지 측면에서 구로구와 강남구는 공 

히 서울시내의 행정구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상이한 성 

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두지역을 비교연구하는 

목적은， 국지적 차별성(조건)이 직장과 주거지사이 관 

계에 갖는 함의를 밝히는 데 있다. 

연구방법은 각종 통계자료에 의한 추론적 분석과 설 

문조사법을 병행하였다. 대체로 연구지역의 고용과 주 

거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체 노동실태조사보고 

서 (1990)와 총사업체 조사보고서(1991)， 그리고 인구 

주택총조사(1990) 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은 구로구의 4개학교와 강남구의 6개 학교를 

대상으로 5월 3일부터 10일， 7월 10일부터 15일 두차 

례에 걸쳐 실시하였다.3，어0부를 배포하여 1 ，635부를 

회수하였으며， 연구지역 외 거주자와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자의 대리웅답， 그리고 기재상태가 불량한 설문응 

답지 등을 제외하고 606부를 분석하였다. 

II. 문헌연구 

1. 여성의 이중역할에 의한 이동성 제약: 노 
동에 대한 가정의 영향 

재생산 영역에 강조점을 두는 논의들은， 남녀의 통 

행행태를 경험적으로 비교하는 연구들로부터 시작되었 

다. 초점은 집단으로서의 여성의 삶이 남성의 삶과 어 

떻게 다른가라는 것이었고 주요한 결론은 여성의 행동 

이 남성보다 공간적으로 제약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몇몇 연구자들에 의한 해석은 여성이 남성보다 노동 

력에 대한 집착이 덜한 이차소득자이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직장을 선택한다는 것이다(Madden， 1981). 여 

성 들의 낮은 노동집 착Oabor attachment)은 전통적 인 

가사책임과 육아문제로 인한 것이라 생각되었다. 이같 

은 설명에는 가부장제의 개념이 도입된다. 즉， 가정내 

에서의 가부장적 관계는 여성으로 하여금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거리를 단축함에 의해서 그들의 고용 

선택을 제한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여성의 가사책임이 짧은 직주간 

거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들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 

었다. Hanson & Johnston(1985, 216)에 의하면， 여성 

이 남성보다 통근거리에 민감한 것은， 임금소득자 · 가 

사노동자로서의 “이중역할”보다는 이동성 (mobility)과 

연관된 여러가지 이유들-낮은 소득， 여성지배적 직종 

통근연구의 맥락에서 여성의 직주근접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지만 비판적 시각 역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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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적 통근연구는 관측된 차별성이 기본적으로 개인 

적인 차이에 기인한다고 가정해 왔다. Wekerle & 

Rutherford<1989, 162)에 의 하면， 그같이 완고하게 개 

별 통근에 초점을 맞춘다면 노동자의 선택이 그들의 

생활양식 및 생활주기의 요구에 조화를 이룬다고 간주 

하는 liberal choice model의 위 험 에 빠져 들 가능성 이 

있다. 그는， 동시에 규범적인 자료에 대한 상당한 의존 

에서 오는 한계를 지적한다. 즉 통근연구는 여성노동 

자들의 행태에 주목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가구내 가부 

장제를 부각시키고 여성의 직주근접을 구체적으로 설 

명하는 데까지 이르렀지만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통 

일된 기제로 파악하는 구조적 분석과 결합되지 못함으 

로써 가구내의 성의 동학을 다소 일면적으로 강조하는 

경 향을 가져 왔다고 볼 수 있다. Mackenzie(1989)는， 

이같은 통근연구의 약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논리실증 

주의적 방법론을 탈각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주장한 

다. 

2. 생산노동에서의 성별 차이: 직업， 소득， 국 
지적 노동시장 조건 

여성노동자가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은 그들이 집에 

가까운 곳에서 일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면， 집에 

서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저소득 여성은 그들이 더 멀 

리 이동함에 의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없기 때문인 

가?(Werkerle & Rutherford, 1989, 149), 이 질문에 9 

대한 답은 경험적 통근연구만으로는 얻어질 수 없다. 

그 대안으로서 여성고용의 조건과 공간적 분포에 초 

점을 두는 설명들이 있다. 그 중 초기연구는 공간적 요 

인을 내포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었는데， 이를 테면 통 

근거리의 성차는 남성과 여성의 상이한 계층적 지위

임금율의 격차에 기인한다는 것이다(Madden， 1981). 

이에 따르면， 통근거리의 성별차이는 노동시장 지위 및 

사회계층상 차이의 반영이다. 

통근거리는 직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체로 

고임 • 전문직이 긴 통근거리를 갖는다는 사실이 입증 

되었다(Rose & Villeneuve. 1988). 여성이 사무직과 

서비스직 같은 여성-지배적 직종에 집중해 있다는 사 

실은 여성의 단거리통근과 직결된다. 럼，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 및 이로 인한 저소득으로 표현되는， 

직 업 의 성 분화(gender based occupational seg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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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ion)는 여성의 단거리 통근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소득이나 직업 성분화와 같은， 지리적 변이 

와는 무관한 노동시장의 조건이 직접적으로 여성의 단 

거리 통근을 좌우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변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연구자들은 여성이 낮은 지위의 직종 

에 집중하는 것은 통근에 영향을 미치지만， 직업별 효 

과는 여성의 저소득과 여성고용의 공간분포에 의해 매 

개 된다고 말한다(Hanson & Pratt, 1988). 도시 내 에 서 

여성고용의 공간적 분포와 그것이 통근에 갖는 함의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서야 이루어졌다(Hanson & Pratt, 

1988b; Blueman & Kel1erman, 1990). 이들에 의하면， 

도시경관에서 성기반 노동시장의 분절은 가시적이다. 

즉， “여성적” 직종은 공간상에서 매우 불균등하게 존재 

하며， 이는 “남성적”직종의 공간패턴과 매우 상이하다 

는 것이다. 

이들 연구와는 맥락을 달리하고 있지만(통근연구와 

명시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성고용의 

공간적 집락과 이를 이용하기 위한 자본의 이동성에 

관한 연구는 산업재편이 본격화된 이후 경제지리학의 

주요 주제들 중의 하나였다. 이 연구들은 초점에 따라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값싼 여성노동력을 

추구하기 위 해 고용주들이 이 통한다(Nelson， 1986). 

둘째， 여성을 주로 고용하는 기업은 기업간 연계를 위 

해 집적한다(Scott， 19잃). 셋째， 보다 구조적인 분석으 

로서， 자본이동성과 노동의 공간적 분화에 대한 연구가 

있다(Massey ， 1984; Hudson, 1982), 이 작업 

(Massey, 1984; Hudson, 1982)은 산업들이 종종 여성 

과 캡티브 노동이 지배적인(대체가능한 고용선택의 기 

회 혹은 다른 곳에서 고용을 추구할 수 있는 이용가능 

한 교통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미숙련 

과 반숙련 노동의 지방노동시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 

동한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예컨대， Wekerle 

& Rutherford<1989, 165)는 기업주와의 인터뷰를 통 

해 백 오피스가 기혼여성노동이 밀집한 곳으로 이동한 

다는 사실을 밝힌 Nelson(1986)의 연구가， 기업의 입 

지변동으로 인한 ‘직주근접’이 여성노동자들이 집 가까 

운 곳에서 일하려는 이유를 설명해주지 못하다고 비판 

한다. 다시 말해서， 가구 경제 내에서 양립하는 책임 때 

문인지， 그들의 숙련수준이 낮아서 이동거리에 상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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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금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 

이다. 

‘여성고용의 공간집락이 여성의 통근에 갖는 함의가 

기존에 매우 빈약하게 이해되어졌다(McLaffeπy & 
Preston, 1991)’고 언급하는 이 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 

한다. ‘집락이 고용의 편리한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원으로서， 서비스의 자원으로서， 사회화의 장소로서 

노동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에게， 

구직과정은 보다 나은 직장을 위해서 기꺼이 옮길 수 

있는 주거입지로부터가 아니라， 주어진 조건 내에서 적 

절한 직장을 발견해야만 하는 고정된 가정의 장소 

(home site)에 기반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남성보 

여성이 거기서 일하는가?’ ‘그같은 집락이 모든 여성들 다 국지적 서비스에 보다 많이 의존하므로 도시사회서 

에게 접근 가능한가 아니면， 특정 사회계층 여성들에게 비스의 국지적 특성은 여성의 노동참여결정에 영향을 

접근 가능한가?’ 앞서 ‘여성적’ 직종의 공간패턴이 ‘남 미친다. 

성적’ 직종과 다르다는 점을 밝혔지만， ‘여성적’ 직종 가정이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노동의 조건과 

중에서도 소매， 보건， 교육과 관련된 유형의 직종은 공 유형 또한 가정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첫 

간적으로 분산되어 있다(Blueman & Kellerman, 째， 직업에 따른 인구하위집단은 각각 상이한 ‘가정-노 

1990). Hanson & Pratt(1988b)에 의하면， 여성적 직 동’ 의존관계를 갖는다. 둘째， 직업과 성별에 따라 주거 

종 중에서도 ‘봉제’와 같은 산업-특수적인 직종은 공간 지의 이동성 및 주거지와 직장의 입지결정의 선후관계 

집락의 원천이 되는 반면 비서직 같은 산업-비특수적 에는 차이가 있다. 셋째 가구내 소득자 수가 갖는 함의 

직종(고용기회가 공간상에 비교적 분산되어 있는)은 또한 재검토를 요한다. 넷째， 계급관계의 사회적 재생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산에서 근린의 역할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여성의 

즉， 국지적인 노동시장조건 즉， 고용기회의 입지적 지불노동참여는 사회화의 중심을 근린에서 노동의 장 

요인이 여성의 짧은 통근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로 이동시켜 필연적으로 여성과 근린(공동체)의 결 

산업이나 직종에 따라 차별적이다. 속을 점차 약화시키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의 노동참여 

는 남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근린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3. 가정과 노동의 상호의존: Hanson & Pratt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즉 비공식적인 사적인 관계 
의 논의를 초점으로 

Hanson & Pratt(1988c)는 가정의 영 역을 새로이 
개념정의 하면서 직장과 주거지사이 관계에 대한 논의 

를 한차원 끌어 올렸다1) 재개념화된 ‘가정’은 외적으 

로는 ‘근린’을 포괄하는 것으로， 내적으로는 가구내의 

상호작용을 포섭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이들은， 가정 

과 노동 사이 의존에 대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사 

고하는 것， 생산과 재생산의 분석을 통합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어디에 살고 어 

디에서 노동할 것인가를 개인과 가구들이 결정하는 방 

식을 입증하려 하였다. 이들은 이를 가정이 노동에 미 

치 는 효과와 임 노동(paid employment)이 가정 에 미 치 

는 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Hanson & Pratt(1988c)에 의하면， 가정환경(home 

condition)은 무엇보다도 노동에 관한 의사결정(work 

decision)에 명백한 영향을 미친다. 남성에 비해 여성 

의 노동결정은， 가정 환경 때문에 보다 더 복잡한 과정 

을 거쳐야만 한다. 가정환경은 잠재적인 고용기회의 

Gnformal personal contacts)에 의 존하는 경 우가 많 

다 (Hanson & Pratt, 1991a). 

사적인 관계를 통한 구직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능동 

적 구직 (active search)’이 아니 라 ‘수동적 구직 

(passive search)’이라는 점이다? 즉， 다양한 비공식 
적인 경로를 통하여 ‘우연한 계기로(fallen into)’ 직장 

을 구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동적 구직’은 그 기 

간이 매우 짧다. 가장 뚜렷한 성별 차이는 여성은 직업 

정보를 여성으로부터 구하고 남성은 남성으로부터 정 

보를 얻는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정보를 얻 

는 사적인 관계는 남성에 비해 친족이나 공동체와 많 

이 관련되어 있다. 그리하여 여성의 고용정보는 친족， 

일과 관계 없는 만남(non work contacts), 국지 적 인 관 

계로부터 나오는 측면이 강하다. 이같은 ‘사회적 삶의 

성 적 본성 (gendered nature of social life)’은 여 성 들 

에게 있어 구직의 국지적 성격을 강화하고 직장을 주 

거지 인근에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직종 

의 성별 분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성-지배적’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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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서울시의 산업별 지역별 성별 고용구조 (단우1: 백명， %, %) 

3.제조업 6.도소매 및 8.FIRE 및 전산업(1-9) 

음식숙박업 사업서비스 

A B C ABC AB C A B C 

종로 285 4.2 31.6 279 11.7 36.2 324 11.4 35.2 1254 7.6 33.3 
중구 801 11.7 28.1 760 31.9 34.5 655 23.4 29.5 2691 16.3 30.1 
성동 659 9.6 44.0 73 3.1 28.8 61 2.1 23.4 1020 6.2 36.5 
구로 1394 20.4 41.5 73 3.1 24.6 61 2.1 33.3 1709 10.4 37.6 
영동포 986 14.4 28.6 274 11.5 26.3 569 20.2 33.4 2300 14.0 28.1 
강납 336 4.9 39.3 273 11.3 37.3 276 9.9 22.8 1309 7.9 27.5 
서초 242 3.5 32.2 125 5.2 33.6 176 6.2 28.4 961 5.8 23.7 
관악 131 1.9 59.1 14 0.6 26.2 27 1.0 33.3 287 1.8 38.3 

서 울 6853 100.0 39.2 2385 100.0 33.3 2818 100.0 30.7 16476 100.0 32.0 

자료: 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 조사보고서， 1990. 
주 A. 전체 취업자수(백명) 

B. 서울전체에 대한 지역의 취업자 비중(%) 
C. 취업자 중 여성비(%) 

에 종사하는 이들은 타 직종에 비해 보다 ‘비공식적인 

사적인 관계를 통해 직업정보를 많이 획득하며， 이는 

직업의 성별 분화(gendering of occupation)를 재강화 

한다. 

Mcdowell(1993)은 Hanson & Pratt의 논의가 생산 
노동과 재생산노동을 통합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의 

의를 부여하고 이같은 시도가 지리학내에서 전통적인 

개념화에 대한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 경제 

학과 사회학에서의 이론적， 경험적 주장의 지리적 함의 

를 특별히 발전시킨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주제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연구물로는 심기정 

(1992)의 연구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서울시에 거주 

하는 여성의 통근패턴을 조사하여 특징을 분석한 이 

연구는 성별차이에 주목한 유일한 논문이다. 그 외에 

인쇄업의 국지적 노동시장연구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직장과 주거지의 입지적 상호의존성을 논한 박배균 

(1993)의 연구가 있다. 

rn. 연구지역의 특성과 직주의 국지적 통합 
1. 연구지역의 노동과 주거특성 

1) 고용구조의 지역특성 

주요산업의 고용구조를 살펴보면(표 1), 구로구는 

제조업고용이 서울시전체의 20.4%에 이르는 반면， 강 

남구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FIRE 및 사업서비스 

업’에서 서울시 전체고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양 

지역은 고용구조상에서 2/3차 산업간 전형적 대비를 

이루고 있다. 전산업에서 여성고용의 비중은 구로구가 

37.6%, 강남구가 27.5%로서 구로구에서 여성의 고용 

기회가 더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다. 양 지역의 고용규 

모는 서울시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규모 제 

조엽체 중심으로 생산직 노동자들이 다수인 구로구는 

사업체 조사보고서에서 큰 비율을 나타내는 반면， 사무 

영업기능이 대부분인 강남구는 총종사자수가 구로구보 

다 많아 총사업체 조사보고서(도표 생략)에서 더 큰 비 

중을 나타낸다. 

구로구는 영등포(여의도동 제외)구， 성동구와 함께 

서울의 핵심 공업지역이다.86년과 비교할때， 이들 지 

역에서는 고용의 정체 혹은 절대적 감소현상이 나타나 

고 있으나， 사업체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3) 특히，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구로수출공단은 86년에서 91년 

까지 2만 5천명의 고용이 감소하였다. 노동력의 구성 

면에서도 변화는 두드러진다. 남성보다 여성노동의 감 

소가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력의 고령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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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방 한칸 사용 가구 (단위: 명， %) 

전체가구수A 방한칸 사용가구 방한칸 2인이상 거주 

가구수B B/A 가구수C C어 C/A 

종로 663 251 37.8 179 71.4 27.0 
중구 532 233 43.7 167 71.7 31.4 
성동 2135 858 40.2 682 79.4 31.9 
구로 었)56 882 42.9 688 77.9 33.5 
서초 10잃 166 16.2 116 69.8 11.3 
짱냥 1짧7 206 16.0 133 64.4 10.3 
관악 1468 469 31.9 379 80.8 25.8 
은평 1192 316 26.5 247 78.3 20.7 

서울 28148 잃58 31.5 6805 76.8 24.2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0. 

가 나타나고 있다. 즉 기존의 미혼노동력에서 주부노 

동력으로의 점진적인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다(정성훈， 

1993). 80년대 들어 현저한 강남지역의 고용성장은 도 

심부의 통제.관리기능이 주변의 부심으로 확산된 결과 

라 할 수 있다. 

2) 주택소비의 지역특성과 주거지 분화 

<표 2>에서， 주태소비수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전체가구에 대한 단칸방 사용가구의 비율을 보면， 구로 

구와 강남구는 42.9%와 16.0%로서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다. 방한칸에 1인이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하 

더라도(즉， 방한칸 2인이상 거주하는 가구비율로도) 구 

로구는 여전히 서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주택점유형 

태를 보인다. 방한칸 사용가구에서 나타난 주택소비수 

준의 지역차이는 주택형태와도 연관된다. 강남구는 아 

파트 비율이 56.7%에 이르는 반면， 구로구는 12.2%이 

다(통계청， 1990). 점유형태에서도 이같은 패턴은 반복 

된다. 강남구는 자가비율이 52.6%인 반면， 구로구는 

30.7%이며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비율은 강남구와 

구로구 각각 11.9%, 27.3%이다(통계청， 1990). 이같은 

주택소비의 현저한 지역차이는 주거지 분화과정과 명 

백히 연관되어 었다. 

특히， 강남구의 높은 아파트비율과 양호한 주택소비 

수준은， 1975년 이후 강남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개발， 

공급과 직결된다. 당초에는 변화된 산업구조와 함께 급 

증한 중산층가구들을 위한 택지공급의 차원에서 시작 

된 강남지역의 개발은 국가의 재정투자를 최소화하면 

서 공급확대를 꾀하는 방법， 즉 민간자본을 전면에 내 

세워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개발이익 

이 큰 중형이상의 고급 아파트 건설의 비중이 늘어나 

게 된 것이다.(도경선， 1994; 홍영림， 1993). 특히， 이같 

은 택지개발방식은 부동산 투기라는 부작용을 덤으로 

가져왔는데， 이는 실제 주거수준이상의 자산가치를 근 

린에 부여함으로써 중상위 계층의 주거지로서 강남지 

역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구로구의 주거지는， 구로수출공단의 설립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1967년부터 73년까지 수출산업 

공단 1 ，2 ，3단지가 차례로 들어서게 되는데， 당시의 수 

출드라이브 정책이 농촌과 도시에 광범위하게 적체되 

어 있던 값싸고 우수한 과잉노동력을 배경으로 한 것 

이었던 만큼 공단이 설립되고 고용기회가 증대되자 농 

촌으로부터 이 지역으로 많은 인구유입이 일어났다. 장 

시간 노동하고 저임금을 받는 수출산업에 종사했던 노 

동자들은 시간과 교통비를 절약하기 위해 가능한 한 

자신의 작업장 부근에 거주하려 했기 때문에 이 지역 

의 인구증가는 급격한 것이었다(최윤정， 1990, 147). 

이처럼 상이한 주거지 형성의 역사는 주거지 분화를 

통하여 양 지역을 차별화하였다. 주거지 분화는 각 지 

역에 거주하는 사회계층의 구성비를 통하여 확연히 구 

분된다. 강남구와 구로구는 각각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이 어느 지역보다도 밀집되어 있다(도경선，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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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설문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단우1: 명) 

강남구 

남자 여자 

구로구 

남자 여자 

깎
 m 

6 

m
μ
 퍼 8 
--

67 
117 
13 
12 
4 
4 

15 
4 

E 
1 
6 

mm 

η
 원
 1 

2 

m 
m 
mm 

2 

%
ω
 
% 

잃
 1 

전문직 

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 

생산관련직 

무용답 

직업 

mm 

피
 7 

던
 1 

없
어
 
8 
2 

패
 

-

7 
$ 

7 

염
 

정
 싫
 6 

∞
∞
 
2 

사업체경영 

자영 

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무웅답 

종사상 

지위 

6 
% 

정
 굉
 7 
n 

”ω
 갱
 입ω
 꺼t
 {
띠
 

7 

감
 %
ω
 
n 
4 
3 
5 
6 

1 
1 
% 

견
 갱
 6 

5 
1 

30만원 이하 

30만원 -5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200만원 
200만원 -250만원 
250만원이상 
무웅답 

드
 
「소

 

10 
86 

194 
40 

8 
79 

81 
93 

1인(본인) 
맞벌이 

취업자수 

다 4) 이는 강남구에서 직장과 주거지의 국지적인 통합 

이 미약함을 반증한다. 

반면， 구로구는 대단히 높은 구내통근율을 나타낸 

다. 즉，강남구에 비하여 구로구는 직주간 국지적 통합 

의 경향이 뚜렷하다. 허우긍<1993， 14)에 의하면， 가리 

봉， 문래， 신도림 등 구로구 내지 그와 인접한 영둥포 

중심의 통근지역은 통근목적지의 구분이 분명하여 독 

립성이 강한 통근지역을 이루고 있다. 이같은 패턴은 

1980년과 87년에 유사하게 나타나는 반면， 강남일대의 

통근지역은 87년에 이르러서야 뚜렷해졌다. 

이처럼， ‘직장’과 ‘주거지’의 국지적 통합에서 지역차 

이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주거지역와 

국지적 노동시장이 상호작용하며 형성된 과정이 다르 

기 때문일 것이다.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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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문조사 

고용기회와 주거형태 및 수준의 지역차이는 직장과 

주거지의 입지적 의존관계의 기반을 이룬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구로구와 강남구 양 지역 모두가 풍부한 고 

용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과 주 

거지사이 이동패턴에서 유사한 점은 그다지 발견되지 

않는다. 한 예로 구내통근율에서 양지역은 현격한 차이 

를 나타낸다. 구로구에 비하여 강남구의 구내통근율이 

현저히 낮은 것이다(통계청， 1990; 도표 생략). 
구내통근율이 낮다는 것은 강남구 밖으로 유출되는 

통근인구가 많다는 것인데 이는 강남구가 주거지역으 

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고용기회가 풍부하다는 것은(표 1) 타 지역 

으로부터의 유입통근자가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출통근자에 비해 유입통근자수가 월등히 많 



직장과 주거지의 입지적 상호의존관계에 관한 연구 -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

표 4. 성벌 통근율 (단위: 명， %) 

구 로 

통근 비통근 

(직주분리) (직주통합) 

남 143(82.8%) 30(17.2%) 

여 69(75.8%) 24(24.2%) 

계 219(80.2%) 54(19.8%) 

자료:설문조사 

주거지 형성은 직주근접을 보다 절실하게 요하는 고용 

기회의 창출로부터 비롯하였으며 대단위 주택공급정 

책에 기반하여 형성된 강남구의 주거지는 이후에 고용 

기회의 창출을 예비하였다. 고용기회와 주거지형성의 

시간적 인과관계가 상이하다는 점은 이하 몇가지 사실 

을 내포함으로써， 직주의 국지적 통합양상에 함의를 지 

닌다. 첫째， 양 지역의 산업구성이 상이하다. 둘째， 노 

동력의 성별구성이 상이하다. 생산직 노동자는 직주근 

접에 큰 가치를 둘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 

업주 또한 그같은 노동이 집적한 곳에 입지하기를 선 

호한다. 생산직 노동자의 이동제약성(immobility)과 

자본의 입지전략은 양방향적 인과를 갖는다. 구로구의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구내통근율이 더 높은 것은 고용 

구조의 성별 차이와 관련된 것이다 5) 

2. 직장과 주거지의 국지적 통합 

1) 설문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설문웅답자의 연령분포는 두 지역 모두 40대가 가 

장 많았으며， 30대까지 포함하면， 대다수를 차지한다. 

학력은 구로구는 고졸이하 강남구는 대졸이상이 70% 

이상으로서 극단적인 대비를 이룬다. 혼인상태별로는 

두 지역 모두 대다수의 기혼자에 소수의 이혼 • 사별자 

가 포함되어 있었다. 자녀수는 2명이 가장 많으나， 강 

남구가 상대적으로 3명 혹은 4명이 많았다. 

설문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보면(표 3) , 구로 

구는 직업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 반면， 강남 

구는 전문직과 행정관리직에 압도적으로 집중해 있다. 

종사상의 지위로 볼때 양 지역모두 임금 근로자가 가 

장 많으며， 강남구에서는 ‘고용원을 둔 사업체 경영자’ 

강 남 

통근 비통근 
(직주분리) (직주통합) 

233(99.5%) 1(0.5%) 

93(96.2%) 3(3.8%) 

326(98.6%) 4(1;4%) 

또한 다수에 해당한다. 소득분포에서 양 지역의 생활수 

준의 차이는 가장 알기 쉽게 나타난다. 구로구는 남자 

가 3.4.5 번째 계층에 여자가 2.3.4 번째 계층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다. 강남구의 남자는 4.5.6.7.번째 계층에， 

여자는 3,4,5 번째 계층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다. 가구 
내 취업자의 수에서 강남구는 단일소득자가구가 많은 

반면 구로구는 맞벌이 가구가 많았다. 

2) 통근율 

강남구는 극히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통근자이 

다. 반면 구로구는 비통근자의 비율이 19.8%에 달하며， 

여성의 비통근율(24.2%)은 남성(17.2%)에 비해 높다. 

비통근자는 여러 지표중에서도 ‘종사상 지위’에서 가장 

뚜렷하다. 

구로구의 통근자 중에서는 자영자가 남녀 각각 

19.4%, 19.1%를 차지하고 있지만 비통근자 중에서는 

절대다수인 78.6% ， 57.4%를 차지하고 있다. 특기할 만 

한 것은， 비통근자 중 임금근로자가 남성은 7.2%에 불 

과한 반면， 여성은 23.8%에 달한다는 것이다(설문조 

사) . 임금소득자는 종사상 지위의 4계층 중에서 가장 

저소득자가 많다. 따라서 구로구 여 성 의 직주통합은 

저임금의 가내노동(homework)과 연관이 있음을 추론 

할 수 있다 6) 

3) 직주통합율(containment index) 

직장과 주거지사이의 거리를 계산함에 있어 단위지 

역은 법정동을 기준하였다.<표 5>에 나타나듯이， 구 

로구의 직주통합율은 거의 절반에 이르는 반면， 강남구 

는 12.4%에 머물고 있다. 

이 비 율(containment index)은 직 주의 공간적 조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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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 객관적인 지표일 뿐만 아 

니라， 국지적 고용기회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7) 

구로구내에서도 시홍동에 비해 공단과 밀접한 가리봉 

동， 독산동의 직주통합율이 높은 것(표 6)은 이와 관련 

된다 

표 5. 직주통합율8) 
(단위:명，%) 

구로구 강남구 

서
。
서
。
 
-

남
여
 
-
계
 

42.2 8.0 
65.5 22.9 

49.8 12.4 

자료: 설문 조사 

표 6. 주요동벌 직주통합율 
(단위:명，%) 

남 성 여 성 계 

가리봉동 50.0 58.3 52.9 
독산동 46.6 69.8 51.8 
시흥동 40.9 54.5 45.4 
압구정동 4.8 28.6 12.7 
대치동 7.1 19.2 9.9 

자료:설문조사 

뿐만 아니라， 구로구와 강남구 모두 여성의 직주통 

합율은 남성에 비해 높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명백 

히 국지적으로 직장을 구하기 때문이다. 이는 생산직 -

특히， 고용기회가 근접해 있는 구로구의 생산직 여성 

(50.9%)에게서 탁월하게 나타난다. 한편， 여성은 남성 

과 달리 생산직뿐만 아니라 전문직에서도 근거리에 직 

장과 주거지가 공존하는 여성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도표 생략) . 

고용기회와 주거측면의 지역특성은 직장과 주거지 

의 국지적 통합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고용기회의 측면 

에서， 서비스산업보다는 제조업이， 전문직이나 행정 • 

관리직보다는 생산직 고용이 직주근접에 더 큰 함의를 

갖는다. 국지적 고용기회를 바탕으로 형성된 지역보다 

는 대단위 주택공급에 의해 형성된 주거지의 직주분리 

는 보다 뚜렷하다. 또한 그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 

다. 여성은 남성보다 직장과 주거지가 통합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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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는 여성고용의 직업 및 산업분포가 남성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통일한 직업내에서도 여성이 국지 

적인 고용기회에 보다 민감하기 때문이다. 

N. 직장과 주거지 사이 거리의 성별차이 

1. 직업벌 직주간 거리의 성벌 차이 

직업집단간에 나타난 거리와 (출퇴근 이동시) 걸리 

는 시간을 살펴보면 9) 상위직에서 하위직으로 갈수록 

시간과 거리는 짧다. 

구로구에서는(표 7) 비교적 직업의 안정성이 높은 

전문직이나 행정 · 관리직의 직주간 거리가 길다. 성별 

로는， 남성 (5.96km)에 비해 여성의 직주간 거리 (2.10km) 

가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 차이는 하위 

직에서 두드러졌는데 남성의 직주간 거리는 6.81km인 

반면， 여성의 경우 평균 0.74 km에 불과하여 집에서 가 

까운 곳에서 직장을 구하는 비율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강남구는 남녀 모두 직주간 거리가 구로구 

에 비해 길어 지역적 격차가 뚜렷하였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성 특히 저임직의 경 

우 주거지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노동시장의 존재가 

남성보다 여성의 노동참여결정에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조건은， 지리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하는 제조업 생산직과 같은 ‘산업-특 

수적’인 숙련을 요하는 직종에 제한된다는 점을 <문헌 

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 강남구의 경우는 이와 다르 

다. 강남구의 생산직 노동자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주거 

지 인근의 고용기회가 많지 않으므로 비교적 먼 거리 

를 이동해야만 한다. 즉， 강남구의 하위직 여성의 평균 

직주간 거리 (3.71km)는 구로구의 하위직 여성보다 월 

등히 길다. 성별 차이는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난다 할 

지라도 국지적인 고용기회가 존재하는가 아닌가에 따 

라 직업별 패턴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강남구 역시 중 

위직에 비해서는 상위직의 직주간 거리가 월등히 길다. 

2. 출퇴근시 이용교통수단과 공간 이동성 

구로구의 남성은 여성보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율 

이 높다(표 9). 이는 강남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구로구에서는 ‘도보 · 자전거’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여성 통근자의 44.1%에 이른다. 동내 통근자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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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구로구의 직업벌 성벌 직주간 거리 
(단위 km ， 분) 

상위직(1/2) 중위직 (3/4/5) 하위직 (6./7) 전직종(1-7)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남성 거리 7.41 6.81 4.77 6.65 6.81 9.26 5.96 7.70 
시간 48.93 32.98 39.62 23.78 44.73 30.72 43.05 28.98 

여성 거리 4.91 11.56 2.53 3.53 0.74 2.23 2.10 5.05 
시 간 51.83 43.77 29.41 24.41 12.66 8.95 23.45 24.42 

계 거리 6.68 8.36 3.92 5.76 4.22 7.74 4.49 7.06 
시 간 49.44 33.37 35.51 24.22 32.81 29.34 36.79 29.02 

자료:설문조사 

주 : 상위직:1.전문직， 2.행적/관리직 

중위직: 3.사무직， 4.판매직， 5.서비스직 

하위직: 6.생산직， 7.생산관련직 

표 8. 강남구의 직업벌 성벌 직주간 거리 
(단위 km ， 분) 

상위직(1/2) 중위직 (3/4/5) 하위직 (6/7) 전직종(1-7)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남성 거리 11.99 16.12 9.63 6.21 6.92 5.20 11.29 14.67 
시간 41.44 21.00 42.69 22.55 49.23 26.잃 41.98 21.56 

여성 거리 6.78 7.76 4.96 3.87 3.71 4.02 5.89 6.43 
시간 40.38 29.40 36.11 16.83 45.00 25.50 39.55 25.66 

계 거려 10.81 14.80 7.25 6.34 5.80 10.48 9.73 13.80 
시간 41.19 23.18 39.않 18.50 47.50 30.24 41.26 24.11 

자료:설문조사 

주:<표 7>과 동일함. 

표 9. 성벌 출퇴근시 이용교통수단 
(단위: 명，%) 

구로구 강남구 

도보J 대중 승용차 기타 계 도보/ 대중 승용차 기타 계 

자전거 교통 자전거 교통 

남성 21.4 39.3 31.4 7.9 100.0 3.9 21.6 72.8 1.7 100.0 
여성 44.1 35.6 17.0 3.3 100.0 13.7 34.7 48.4 3.2 100.。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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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는 사실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겠다. 강남구는 구 포는 이와는 다르다. 마지막 7소득집단을 제외하고 보 

로구에 비해 승용차이용자 비율이 월등히 높다. 이는 면 이동거리는 증가하지만 평균이동시간은 그다지 증 

거주자들의 다수가 전문직 및 행정 · 관리직의 고소득 가하지 않았다.2소득집단에서 6소득집단에 이르기까 

종사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구로구는 중하위직 종 지 평균이동시간은 ‘45.0 - 38.2 - 47.6 - 41.3 - 38.2’ 

사자의 비중이 많고 따라서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경향 의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구로구와 대조적이다. 

이 크다. 이같은 이동성의 지역차이가 이동거리와 이동 다시 말해서， 강남구에서 저소득 집단과 고소득 집단간 

시간사이의 불일치(mismatch)를 가져온다. 다시 말해 에 직주간 거리의 차이가 클지라도 이동시간은 별반 

서 평균직주간 거리는 구로구(4.49km)가 강남구(9.73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고소득 집단의 높 

km)보다 훨씬 짧은 데도 불구하고 평균이동시간은 오 은 이동성에 의한 공간극복능력이 탁월함을 말해 주는 

히려 5분 가량 길다(표 7.8). 것이라 하겠다. 

이동성의 지역차이는 직업계층과 성별에 의한 차이 ‘소득-거리패턴에서 성별 차이는 어떠한가? 강남구 

를 통해 구체적 의미를 획득한다. 예컨대 구로구의 상 의 경우 앞서 말한 이동거리와 이동시간의 불일치는 

위직에서 여성 (4.91km)은 남성 (7.41km)보다 직주간 거 남성에게서 보다 명확하다.3-6소득집단을 보면， 소득 

리가 훨씬 짧은 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오히려 길다(표 이 높아짐에 따라 이동시간은 남녀 모두 뚜렷한 증가 

7). 이용교통수단에서， 구로구의 상위직 남성은 61.5% 나 감소의 경향이 없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이동 

가 승용차를， 26.9%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반해 상 거리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훨씬 빠르게 늘어난다(여 

위직 여성은 33.3%만이 승용차를， 44.4%가 대중교통 

을 이용하고 있다(도표 생략). 다시 말해서 같은 직업 

집단에 속하더라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공간이동성이 

낮다. 강남구에서도 공간이동성의 성별 차이는 뚜렷하 

다. 즉， 직주간 거리는 대체로 남성이 여성의 2배에 달 

하지만， 이동시간은 4-6분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는 것 

이다(표 8). 즉， 여성은 상대적으로 짧은 직주간 거리에 
도 불구하고 남성과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긴 시 

간을 출퇴근에 사용하고 있다. 직장과 주거지사이의 출 

퇴근이동에 있어 여성의 공간극복능력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같은 이용교통수단의 차별화에 의한 직 

장에 대한 접근의 제약은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보다 

직장과 주거지 사이의 거리에 더욱 민감하도록 만든다. 

3. 소득과 직주간 거리 

높은 소득을 얻는 안정적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일 

수록 넓은 직업탐색 구역과 높은 수준의 공간극복능력 

을 갖고 있으며 주거지에 얽매이지 않고 직장을 선택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직주간 거리가 길어진다.<표 

10>과 <표 11>은 각 소득집단에 해당하는 남성과 여 

성 그리고 합계의 평균 직주간 거리와 이동시간을 나 

타낸 것이다. 소득-거리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소 

득의 증가에 따라 이동거리가 증가하는 패턴이 대체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이동시간의 분 

자는 5.5km -7.2km, 남자는 6.9km -13.9 km; <표 11> 

참조). 승용차 이용자비율에서의 성별 차이와 동일한 

맥락이라 하겠다. 한편， 구로구에서는 남녀 모두 소득 

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거리와 시간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구로구의 여성들은 강남구에 비하여 저소득집단 

에서 직주간 거리가 짧은 현상이 보다 명확하다. 이는 

구로구의 여성이 강남구에 비하여 절대적 소득수준이 

낮은 직업에 많이 분포함으로써 원거리 이동(시간)비 

용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사실과 동시에 주거지 근린의 

국지적 고용기회가 비교적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가구내 취업자의 수와 직주간거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점차 늘어나면서， 전형적 

남성단독 취업자 가구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구 또한 

대중적인 것으로 되었다. 남성은 맞벌이 가구일때보다 

단독취업자일 때， 직주간거리가 길거나 최소한 비슷하 

다. 그러나， 여성은 양 지역 모두 단독취업자일 때， 직 

주간 거리가 짧다. 특히 구로구의 단독 취업자 여성은 

거리는 짧은 데도 불구하고 이동시간은 맞벌이 가구의 

여성보다 길다. 성별을 구분하지 않았을 경우 맞벌이보 

다 단독 취업자의 직주간 거리가 길다. 

맞벌이 가구는 두 취업자 직장의 입지를 모두 고려 

해야 하므로 주거지의 입지결정은 보다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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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구로구의 소득집단벌 성벌 직주간 거리 
(단위: km, 분) 

~& 2 3 4 5 6 7 

남성 거리 6.8 9.5 10.4 
시간 15.0 48.6 48.3 60.6 

여성 거리 0.0 1.3 4.0 12.0 
시간 20.0 14.4 26.4 45.0 60.0 

계 거리 0.0 1.1 5.9 8.9 9.4 12.0 
시간 20.0 14.5 43.1 48.1 60.6 60.0 

자료:설문조사 

주 1.30만원 이하 2.30만원-50만원 3.50만원-100만원 4.100만원-150만원 

5.150만원-200만원 6.200만원-250만원 7.250만원이상 

표 11. 강남구의 소득집단벌 성벌 직주간 거리 

~& 1 2 3 

성 거리 6.9 
시간 42.5 

여성 거리 2.0 4.7 5.5 
시간 10.0 45.0 36.7 

계 거리 2.0 4.7 5.9 
시간 10.0 45.0 38.2 

자료:설문조사 

구로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맞벌이 가구의 직주간 

거리가 긴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강남구에서는 여 

성이 맞벌이가구의 거리가 긴 반면， 남성은 오히려 단 

독 취업자의 거리가 더욱 길다. 이같은 지역차이는 무 

엇을 의미하는가? 구로구와 강남구를 ‘직주간 거리-이 

동시간’의 관점에서 맞벌이 가구와 단독 취업자 가구의 

남성응답자를 비교해 보자. 구로구에서는 단독 취업자 

가구의 남성에 비해 맞벌이 가구 남성의 (거리에 비해) 

상대적인 이동시간이 길다. 강남구는 그와 반대로， 단 

독 취업자 가구 남성의 이동시간이 짧다(거리는 2.43km 
길지만， 시간은 7.60분이 덜 걸린다). 이동성이 높다는 

것은 고소득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 

서， 강남구의 남성단독취업자는 구로구와 달리 전문직 

이나 행정 • 관리직의 고소득자로서 탁월한 이동성을 

갖고 있으며， 아내가 경제적인 이유로 노동시장에 참가 

(단위: km, 분) 

4 5 6 7 계 

9.6 12.0 13.9 10.6 
48.0 41.6 37.6 41.5 

6.8 7.7 7.2 5.3 
47.0 39.6 41.7 32.5 

8.3 11.3 13.1 9.8 
47.6 41.3 38.2 40.4 

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겠다. 

양 지역에 공통적인 것으로 단독 취업자여성의 직주 

간 거리가 맞벌이 가구의 여성보다 짧은 것은 첫째， 단 

독 취업자 여성이 소득계층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낮다 

둘째， 주거지 입지결정에서 배우자의 직장 입지를 고려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기인한다. 

5. 자녀수와 직주간 거리 

자녀의 나이와 숫자는 가정에서 여성들이 떠맡는 책 

임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여성의 가사책임을 명시적으 

로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자녀수를 통하여 제 

한적으로 검토하려 한다. 자녀가 많을수록 여성의 직주 

간 거리는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표 13). 이같 

은 경향을 설명하는 것은 소득일 것으로 생각된다.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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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가구내 취업자수별 성벌 직주간 거리 
(단위: km, 분) 

맞벌이 단일 소득자 

거리 시간 거리 시간 

구로구 계 4.21 34.36 5.12 41.10 
남성 5.97 41.94 5.48 41.98 
여성 2.30 23.96 2.00 27.75 

강남구 계 7.10 41.64 11.38 40.59 
남성 8.78 47.22 11.78 40.42 
여성 6.31 39.03 4.00 33.89 

자료:설문조사 

미로운 것은 구로구와 강남구의 평균자녀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구로구 웅답자의 평균 자녀수는 

2.10명(남성: 2.12명 여성: 2.07명)으로 강남구의 2.35 

명에 비해 무려 0.25명이 낮았다. 이는 구로구 응답자 

의 소득집단별 평균에서 고소득일수록 많은 자녀를 갖 

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자녀수는 그 가구의 소득과 밀 

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소 

득평균이 강남구보다 훨씬 낮아 자녀의 양육비가 상당 

한 부담이 되는 구로구에서는 3명 혹은 4명의 자녀를 

갖고 있는 웅답자의 비율이 강남에 비해 훨씬 적 

었다. 

한편， 구로와 강남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웅답자의 

자녀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자녀수가 적은 여성 

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임노동에 참가하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될 수 있다. 즉 설문분석 결과 강남구에서 아내 

가 전업주부인 단일 소득자 가구의 남성은 맞벌이 가 

구의 남성에 비해 자녀의 평균숫자가 0.20명이 많았다. 

정리하자면， 자녀 수로 통해 살펴본 가사책임은 여성의 

직주근접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노동시장 참가여 

부와 관련된다고 하겠다. 

정리하면， 여성의 직주근접은 직업 및 소득과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관련된 요인들과 이용교통수단 

의 성 별 차이 에 따른 공간적 이 동제 약성 (immobility) 

에 기인한다. 구로구와 강남구의 지역차이는 사실상 이 

같은 패턴의 연장선상에 있다. 즉， 고소득자와 전문직， 

행정관리직 종사자가 많으며 이동성이 강한 강남구의 

응답자는 구로구에 비해 보다 먼 거리를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동하는 것이다. 

표 13. 자녀수벌 성벌 직주간 거리 
(단위: 때) 

자녀수 4 

란
 

구
 

2 3 

남 성 4.22 5.33 8.24 8.80 
여 성 2.00 2.34 2.50 

강남구 

남 성 13.00 10.26 14.08 9.23 
여 성 7.50 5.38 6.63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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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직장과 주거지의 입지적 상호의존관계 
1. 직장과 주거지의 입지 결정관계 

최근 5년사이 주거지 이전의 동기를 물었을때， 구로 

구에서는 직주근접과 관련한 답변이 남녀 각각 28.3%, 

17.7%에 이르는 반면 강남구는 14.9%, 15.6%에 지나 

지 않았다. 반면， 강남구는 구로구에 비하여 주거환경 

과 관련된 이유의 비중이 크다. 이는 주거지 입지결정 

이 직장의 입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주택형태 

및 근린환경의 질’과 관련된 조건을 많이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성별 차이 역시 명백하게 나타났다. 구로구에서， 성 

별 웅답자 중 주거지 이전의 이유가 ‘자신의 출퇴근 교 

통편의를 위해서’라고 답변은 전체의 남성의 경우는 

26.1%였으나， 여성은 13.0%였다. 강남구 역시 마찬가 

지로서 남성과 여성은 각각 12.5%와 10.0%이다. 여성 

은 남성에 비하여 직주근접과 관련된 이유에 대한 응 

답율이 낮았다. 구로구의 경우 남성은 전체 웅답의 

26.8%인 반면 여성은 17.5%, 나머지는 주거환경과 관 

련된 것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직장과 주거지사이 

의 거리는 짧지만， 실제 이주에 있어 자신의 직장 출퇴 

근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즉， 여성의 직주근접은 적극적 주거지이전의 결과 

와는 비교적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직장과 주거지의 입지적 상호제약을 보다 직접적으 

로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시점에서의 직장과 주거지의 

입지결정 사이 관계에 대하여 질문하였다11) 설문분석 

결과， 대체로 남성은 ‘현재의 직장위치에 맞추어 주거 

지를 선택하였다’가 많았으며 여성은 그 반대로 ‘이미 

살고 있는 주거지에 맞추어 직장을 선택하였다’라는 답 

변이 많았다. 특히， 주거지의 입지에 때한 선차적인 고 

려는 구로구의 여성응답자에게서 탁월한데， 이들이 노 

동에 참여할때 직업탐색의 공간적 범위가 주거지를 중 

심으로 하여 매우 좁은 울타리내에 있음을 말해 준다 

하겠다. 

지역별로 볼때는 구로구에 비해 강남구가 남녀 모두 

‘직장과 주거지의 입지결정은 서로 별 상관이 없었다’ 

라는 답변이 월등히 많았다. 이는 직장선택과 주거지선 

택이 서로 제약하지 않고 비교적 독립적인 과정에 의 

해 결정된다는 뜻이며 그로 인한 공간적인 분리의 심 

화는 고소득에 기반한 높은 이동성으로 상쇄된다고 볼 

수 있다. 

직장과 주거지의 상호의존은 직업집단에 따라 다양 

표 14. 지역벌， 성벌 이주동기10) 
(단위: 명， %) 

a.직주근접과 관련된 이유 b.주거환경과 관련된 이유 계 

구로구 2. 소계 3. 4. 5. 소계 

남성 24 2 26 16 38 12 66 92 
(26.1) (2.2) (28.3) (17.4) (41.3) (13.0) (71.7) (100%) 

여성 8 3 11 11 31 9 51 62 
(13.0) (4.8) (17.7) (17.7) (50.0) (14.5) (82.3) (100%) 

강남구 

남성 26 5 31 88 62 27 177 208 
(12.5) (2.4) (14.9) (42.3) (29.8) (13.0) (85.l) (100%) 

여성 9 5 14 30 35 11 76 90 
(10.0) (5.6) (15.6) (33.3) (38.9) (12.2) (84.4) (100%) 

자료:설문조사 

주 1.자신의 출퇴근 교통편의 2.배우자의 출퇴근 교통편의 3.자녀교육 
4.생활환경 및 편익시설 5.71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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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습을 띈다(도표 생략) .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채 

직업별 변수만 살펴보면， 상위직에서 하위직(생산직 • 

생산관련직)으로 갈수록 직장과 주거지의 지리적 근접 

이 점차로 중요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별 상관없 

다’라는 답변이 상，중，하위직 각각 61.9%, 50.0%, 

43.0%인 것이다. 이와 함께 상위직과 하위직은 직장과 

주거지의 입지결정에서 선후관계의 분포가 정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직은 직장의 입지를 우선시하는 

반면， 하위직은 주거지의 입지우선(38.7%)이 직장의 

입지우선(18.3%)보다 2배이상 많은 것이다. 즉， 전문 

직 • 행정.관리직 종사자들은 생산 · 생산관련직 종사자 

에 비해， 직장과 주거지의 지리적 근접에 비교적 덜 제 

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보다는 직장의 입지를 

우선한다는 것이다. 

직업별 차이는 성별 차이에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 

니라 동일한 직업집단내에서도 성별 차이는 명료하게 

나타난다. 구로구의 경우， 상위직이라 할지라도 여성은 

‘직장입지 우선’의 패턴이 불확실하게 나타난다. 또한 

생산직의 여성은 고정된 주거지를 기준으로 직장을 구 

한다는 답변이 전체의 71.1%에 달하고 있다. 이는 구 

로구에서 생산직 여성의 극히 짧은 직주간 거리와 일 

맥상통한다. 

강남구 역시 직업에 기반한 성별 차이는 구로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위직에 비해 상위직과 중위직에서 

직주의 지리적 근접에 대한 고려가 미약하다(@항 답 

변이 상대적으로 적다). 뿐만 아니라，상위직이라 할지 

라도 여성은 직장의 입지에 맞추어 주거지를 결정한다 

는 답변<15.8%)보다 정해진 주거지를 기준으로 직장을 

地理學論農 第24號<1994. 8). 

선택한다는 답변(26.3%)이 훨씬 많았다. 

2. 구직방식과 입지적 상호의존 

직장과 주거지의 입지결정관계에 내재한 구직방식 

의 차이 또한 입지적 상호의존에 영향을 미친다. 즉 여 

성 은， 남성 에 비 해 보다 “국지 적 으로Oocally)" 구직 한 

다. 이같은 구직방식 및 직업정보를 얻는 경로에서의 

성별차이는 단지 생산노동영역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재생산영역에서의 삶의 ‘성적 본성 (gendered nature)’ 

에 의한 것이다. 

구직방식은 크게 ‘공식적 · 비공식적’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비공식적 구직방식중에서는 ‘사적인 관계’를 

통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근린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형성된 ‘국지적인 

사회적 네트워크Oocal social network)’에 의한 구직 

과정이다.<표 16>에 따르면， 지역별 차이가 선명하 

다. 구로구는 비공식적 구직이 압도적인데 반해 강남구 

는 그 반대인 것이다. 비공식적 구직방식중에는 ‘4.친 

구，친지의 소개로’ 직장을 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성별 차이를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구로구의 여 

성은 ‘친구，친지’외에도 벽보나 전봇대， 지역신문 동 다 

양한 비공식적 방법으로 취업하고 있다. 강남구 역시 

여성은 비공식적 방법에 의한 구직이 상당한 비중 

(47.5%)이다. 비공식적 구직은 전파매체나 공공기관 

등을 통해 공간적 장애를 극복하는 공식적 구직에 비 

하여 정보자원자체의 공간적 범위가 제약되므로， 상대 

적으로 직장과 주거지를 지리적으로 접근시키는 측면 

표 15. 직장과 주거지의 입지결정관계 
(단위: 명， %) 

직장입지 우선 주거지 입지 우선 별 상관 없다 계 

구로구 

남성 37(26.4%) 18(12.9%) 85(60.7%) 140(100.0%) 
여성 13(19.1%) 28(41.2%) 27(39.7%) 68(100.0%) 

강남구 

남성 45(19.6%) 15 (6.5%) 170(73.9%) 230(100.0%) 
여성 12<12.9%) 27(29.0%) 54(58.1%) 93<100.0%) 

자료:설문조사 

189 



직장과 주거지의 입지적 상호의존관계에 관한 연구 -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이 있다. 

표 16. 구직방식의 성별 차이 
(단위: 명， %) 

공식적 비공식적 기타 계 
1. 2. 3. 소계 4. 5. 6. 소계 

구로구 

남성 22 4 1 27 93 93 17 137 
(16.1) (2.9) (0.7) (19.7) (67.9) (67.9) (12.4) (100.0%) 

여성 3 1 2 6 51 8 2 61 5 72 
(4.1) (1.4) (2.8) (8.3) (70.8) (11.1) (2.8) (84.7) (6.9) (100.0%) 

강남구 
남성 68 22 1 91 57 2 59 54 204 

(33.3) (10.8) (0.4) (44.6) (27.9) (0.9) (28.9) (26.5) (100.0%) 
여성 11 7 3 21 35 3 38 21 80 

(13.8) (8.8) (3.8) (26.3) (43.8) (3.8) (49.5) (26.3) (100.0%) 

단위:설문조사 
주 1.일간지，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한 공개모집에 웅시하여 

2.학교 및 직업훈련기관의 소개를 통하여 

3.취업알선기관 및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4.친구，친지의 소개로 
5.벽보나 전봇대등의 구인광고를 통하여 

6.지역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를 통하여 
7.기타 

타나는 것이다. 

<표 17>은 비공식적 구직방식 중 ‘사적인 관계’를 

통한 경우를 보다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지역별 차이 

는 ‘4.동네사람의 소개를 통한 취업’에서 잘 나타난다. 

구로구에 비해 강남구에서 훨씬 적은 비중이다. 근린 

거주자들 사이의 유약한 유대관계가 구직방식에서 나 

성별 차이를 보면， 구로구에서 여성은 ‘동네사람’이 

과반수에 조금 못미치는 큰 비중(44.2%)이다. 반면， 남 

성은 ‘동네사람’의 소개는 불과 10.8%이며， 친척과 직 

장동료에 집중되어 있다. 직장동료를 통한 구직이 ‘생 

산영역’에서의 관계에 기반한 것이라면， 동네사람의 소 

표 17. 직장을 소개해 준 친구.친지와의 관계 
(단위: 명， %) 

1.친척 2.(학교)친구 3.직장동료 4.동네사람 5.71타 계 

구로구 

남성 34(36.6) 14(15.1) 33(35.5) 10(10.8) 2(2.2) 93(100.0%) 
여성 7(13.7) 1 (2.0) 16(31.4) 23(45.1) 3(5.9) 51(100.0%) 
소계 41(28.5) 15( 10.4) 49(34.1) 33(22.9) 5(3.5) 144(100.0%) 

강남구 

남성 23(40.4) 8(14.0) 19(33.3) 3 (5.3) 4(7.0) 57(100.0%) 
여성 10(28.6) 6(17.1) 12(34.3) 6(17.1) 1(2.9) 35(100.0%) 
소계 33(35.9) 14(15.2) 31(33.7) 9 (9.8) 5(5.4) 92(100.0%)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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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재생산영역(가정)의 일상적인 관계에 기반해 있 

다. 한 가지 부가되어야 할 것은， 이같은 사적인 관계가 

‘성-편향된(gender-biased) ’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 

해서， 남성은 남성들에게서 직업 정보를 얻고 여성은 

여성들에게서 직업 정보를 얻는다. 가정에 기반한 근린 

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여성들의 만남을 통하여 여성들 

에게 직업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는 남성에게는 근 

린의 유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친하 

게 지내는 동네사람의 수에서 남성은 여성과 큰 차이 

가 없다. 그러나 동일한 ‘일과 무관한 관계(non-work 

coctacts)’이라 할지라도， 남성에게는 여가활동의 의미 

가 큰 반면， 여성은 이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노동시 

장으로 진입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정의 확대된 의미로서의 ‘근린’의 유대에 

기반한 구직은 여성의 직업정보입수와 구직의 범위를 

공간적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같은 여성이라 할지라도 

‘근린’의 성격이 구로구와 판이한 강남구의 경우 동네 

사람의 소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12) 반면， 친 

척이나 학교친구， 직장동료 동 취업경로가 비교적 골고 

루 분산되어 있다. 이같은 구직방식의 지역차이는 기존 

에 형성된 ‘근련’의 유대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친하게 지내는 동네사람들이 많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구로구는 46.9%에 이르는 반면 강남구는 절반 수준인 

27.2%에 불과하다. 

‘사적인 관계’는 성별 차이뿐만 아니라 직업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도표 생략) . 구로구에서는 상위직 

에서 하위직으로 갈수록 ‘동네사람을 통한’ 구직의 비 

중이 점차로 커진다(10.0%→21.0%→28.3%). 이같은 

패턴은 강남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동일한 직엽집단에 

서도 여성은 남성보다 ‘동네사람을 통한 구직.의 비중 

이 높다. 상위직 여성은 하위직에 비해 근린에 대한 의 

존도가 낮고 친척과 직장동료를 통해 구직하는 비율이 

크다. 근린의 관계에 기반한 구직은 비공식적인 구직방 

식 중에서도 ‘수동적， 우연적’ 성격이 강하다(Hanson 

& Pratt, 1991). 이러한 점은 하위직 종사자의 불안정 

한 노동조건이나 낮은 수입 등과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VI. 요약 빛 결론 

地理學論輩 第24號(1994. 8). 

논의를 통하여 양 지역이 ‘노동’과 ‘주거’의 국지적 

통합성에 있어 명백한 차이를 갖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확인하였다. 즉， 양 지역은 모두 충분한 고용기회를 갖 

고 있지만 구로구는 생산직 노동시장 중심으로서 직주 

의 지리적 근접이 현저한 반면， 강남구는 유출입 통근 

이 활발한 대단히 개방적인 노동시장으로서 뚜렷한 주 

거지 분화지표와 함께 직장과 주거지의 공간적 통합이 

미약함을 입증하였다. 

통근율과 직주통합율에 의하면 여성은 통근하지 않 

거나， 통근하더라도 소지역내에 직주가 공존하는 통근 

자의 비중이 높았다. 그와 함께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직 

주간 거리와 출퇴근시 이동시간이 짧았다. 특히， ‘직주 

간 거리’에서의 성별 차이보다 ‘이동시간’에서의 성별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출퇴근시에 남 

성보다 대중교통 이용자 비율이 높다는 점과 함께， 공 

간 이동성 (mobility)이 유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여성은 공간극복능력이 낮으므로 동일한 거리를 이동 

하더라도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직주선택의 공간적 범위를 제한하 

며 직장과 주거지가 지리적으로 근접하는 경향을 초래 

한다. 

한편， 직장과 주거지의 입지결정관계에서 남성은 직 

장의 입지를 우선하는 반면 여성은 주거지의 입지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 주거지 

의 고정성이 강하며， 주거지에 기반하여 국지적으로 직 

장을 구한다. 직장과 주거지의 입지결정관계는 주거지 

와 직장을 선택하는 방식의 성별 차이에 의해 구체적 

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여성은 주거지 결정시 남성보다 

‘본인의 출퇴근 교통편의’를 덜 고려하는 반면， ‘배우자 

의 출퇴근 교통편의’는 남성보다 많이 고려한다. 즉， 실 

제 이주에 있어 의사결정은 가구내에서 여성보다 남성 

의 직장입지에 기반하는 경향이 크다. 뿐만 아니라， 여 

성은 ‘직주근접’보다는 ‘주거환경’을 많이 고려함으로 

써， 여성의 직장선택은 주거지 입지결정에 맞추어 소극 

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근린에서의 ‘국지적 사회적 연결망Oocal social 

network) ’은 여성의 구직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 

며， 이는 궁극적으로 여성의 직주근접에 영향을 미친 

다. 여성은 근린의 유대관계를 통하여 구직하는 비율이 

높은데， 근린의 유대관계는 성별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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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주거지의 입지적 상호의존관계에 관한 연구 -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

루어지며， 이같은 사회적 삶의 성적 본성 (gendered 

nature)은 주거와 노동을 연결하는 방식의 성별 차이 

를 강화한다. 

직장과 주거지가 입지적으로 상호의존하는 경향은 

성별에 따라 상이하다. 그리고 성별 차이는 직업 및 소 

득계층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고임금이거나 전문직 

• 행정관리직 여성 종사자는 저임금이거나 생산직 여 

성종사자에 비해 직주간 거리가 길뿐더러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높고 근린의 유대관계보다는 공식적인 관계 

에 기반하여 직장을 구한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동 

시장내에서 낮은 지위를 점한다는 사실 또한 고려해야 

한다. 즉， 남성보다 낮은 여성의 소득수준과 직업지위 

는 직주간 거리와 직주 입지결정에서의 성별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직주간 거리와 직주의 입지결정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는 노동과 주거의 국지적 조건에 의해 차별화된다. 

구로구와 강남구 두 지역 모두 풍부한 고용기회를 갖 

고 있지만， 산업과 직업구성에 따라 직주근접에 상이한 

함의를 갖는다. 구로구에서 여성의 직주근접이 뚜렷한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국지적인 직업기회에 더욱 민감 

하다는 사실을 뜻한다. 또한 직주의 입지결정에서의 

지역차이는 양 지역에서 직장과 주거지가 상호의존적 

으로 형성되어온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애초에， 고 

용기회가 창출되면서 직주근접을 수반하였던 구로구는 

근린의 긴밀한 유대관계와 그에 기반한 국지적인 구직 

방식의 비중이 큰 반면 강남구는 지역의 산업고용과 

거주민들의 근린이 유리되어 있으며， 주거지의 선택이 

직주근접에 제약을 그다지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 

식적인 구직방식에 많이 의존한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직주근접은 경제활동관련변수 

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나아가 직장과 주거지의 선택방식， 

양자의 입지결정과정에서의 성별차이는 직주의 입지적 

상호의존관계가 지역적으로 특수하게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 註 >

1) Hanson & Pratt(1988b)은 도시지리학의 중심의제로서 

가정의 장소와 노동의 장소간의 연계에 대한 기존의 견 

해가 두가지 영역을 본질적으로 분리된 것으로서 개념 

화했다고 비판한다. 비판의 요지는 대체로 다음의 네가 

지로 제시된다: 첫째， 가정과 노동을 단지 도시공간상의 

지점 (points)으로서 간주하는 기하학적 개념. 둘째， ‘가 

정-노동’ 연계에서 작업장(노동의 장소; workplace)에 

부여된 선차성 (priority). 셋째， 모든 가구들이 동질적 

CidenticaD이며， 주거지와 작업장의 입지결정에서 동일 

한 기준을 사용한다는 사고Cideas). 넷째， 국지적 상황 

에서의 변이들이 ‘가정-노동’연계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관념. 

2) Granovetter는 구직과정을 일상적인 사회적 삶과 분리 

된 것으로 개념화하는 신고전 모델을 비판하였다. 그는 

고용과 관련된 정보는 매일매일 발생하는 무수한 사회 

적 상호작용에 각인되 어 있다고 주장하였다(Hanson & 

Pratt, 1991, 2에서 재인용). Hanson & Pratt(199U은 

Granovetter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의 논의를 확장하려 한다: 첫째， 성 

(gender)을 도입하여 여성과 남성의 상이한 사회적 만 

남의 상대적 중요성을 탐구하는 것. 둘째， 직장을 구하 

는 과정에서 공간의 역할과 입지를 명시적으로 고려하 

는 것. 

3) 1986년과 1991년 총사업체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구로 

구의 노동자수는 16.6% 감소(128，208명→106，912명)하 

였으나， 사업 체 수는 27.0% 증가(1，7667>>소→2，243개 

소)하였다. 

4) 강남구의 유출통근자는 93.721명 (시 내 다른 구로 

81，447명과 시외로 12，274)이며， 유입통근자는 238,658 

명(시내 다른 구에서 191 ，123명과 시외에서 47，535명) 

이다. 강남구는 유출통근자수로는 서울시 구 가운데 12 

번째지만， 유입통근자 수로는 중구 영등포구 다음가는 

고용홉수지역이다. ‘유출통근자-유입통근자’수는 1990 

년 144,937 명으로서 종로， 중구， 영등포구 다음으로 많 
은 수치이다. 

5) 1990년 구로구의 구내통근율은 41.8%(남성)， 51.6%(여 

성)이다. 참고로 강남구의 구내통근율은 31.9%(남성)， 

44.1%(여성)이다. 

6) 이상 수치는 설문조사결과에 의한 것인데， 비통근자 중 

임금근로자는 모두가 생산직 및 생산관련직에 종사하고 

있다. 

7) Mclafferty & Preston(1992，412)은 직장과 주거지의 
‘공간적 부조응(spatial mismatch) ’ 을 평가하기 위한 

일반적인 척도로서 통근시간과 함께 ‘직주통합율 

(containment index) ’ 을 제 시 한다. 동일 한 하위 지 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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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주거지가 공존하는 노동자들의 비율을 뜻하는 

이 지표는 통근시간과는 달리， 구직의 국지성을 명시적 

으로 표현하며， 통근시간과는 달리 이용교통수단에 그 

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8) 동내통근율과 동일한 의미이다. 따라서， 직주공존율은 

(동내에 직장과 주거지가 공존하는 웅답자/총응답자)X 

100 이다. 

9) 이동시간은 이동성과 관련하여 직주간 거리와 비교하는 

것이 유의미하므로 같이 분석하였다. Mclafferty & 
Preston(l99l, 2)에 의하면， 거리측정은 지리적 근접의 

명백한 척도이며 일정한 반면， 시간측정은 개인의 시간 

제약과 관련하여 보다 직접적인 비용을 측정할 수 있지 

만， 교통혼잡등의 요인에 의해 유동적이라는 결점이 있 

다. 대체로， 직주간 거리에 비해 이동시간에서의 성별 

차이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Gordon et al., 1989; 

Hanson & ]ohnston, 1985; Rutherford & 

Wekerle,1988). 

10)이주동기에 대한 답변은 중복을 허용하여 질문하였다. 

설문에 기재된 5개의 답변을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 

~(직주근접) /@@@(주거환경)’의 두가지로 재구성 

하였다. 중복용답이지만 한가지만 선택한 사람이 있으 

므로 총응답수는 웅답자의 2배수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총웅답 수를 기준하여 백분율을 계산하였다. 

11)현재의 직장과 주거지의 (입지)선택에 관하여 질문하였 

으며， 답변문항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CD 현재의 

직장위치에 맞추어 주거지를 선택하였다.~ 이미 살고 

있는 주거지에 맞추어 직장을 선택하였다.@ 직장과 주 

거지 선택과는 별 상관이 없었다. 

12)Hanson & Pratt(l991a)의 우스터 지역연구에 의하면， 
여성의 구직은 근린뿐만 아니라 친족관계에 기반해 있 

으며， 남성은 직장일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러 

나， 구로구와 강남구의 조사결과로는 친척을 통한 구직 

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비중이 훨씬 높았다. 이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친족관계가 서구보다 남성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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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Residence-Workplace Locational Interdependence 

Jong-Heon Jin 

Summary 

The spatia1 division of residence-workp1ace has been intensified with the industria1ization of 

Capitalism. Spatially expressing productive work and reproductive work, home and workp1ace depend 

upon each other 10cally. Gender differences in the interdependence of home and workp1ace are intemal. 

Generally, residence-workp1ace distance of women is shorter than that of men. It is re1ated with gender 

differences in the way of choosing home and workp1ace as well as 10wer status of women in 1abor 

market. 

This study objectified Kuro-gu & Kangnam-gu , Seoul. The concre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1) the gender differences in residence • workp1ace distance are c1ose1y re1ated with the 

economic activity variab1e, 1ike occupation or income. 2) the implication of the gender differences of 

residence-workp1ace 10cation decision and job search methods in home-workp1ace 10cationa1 

interdependence. 3) the influences by the 10ca1 characteristics of work and residence on the 

’residence-workp1ace ’ 10cationa1 interdependence.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omparing Kuro-gu and Gangnam-gu, the distinctive differences in the 10ca1 integration of 

home-workp1ace were found. Both have sufficient opportunity of emp1oyment. In Kuro-gu, the center of 

productive 1abor market, residence-workp1ace proximity is c1ear. But in Kangnam, very opened 1abor 

market, residence-workp1ace spatia1 integration is weak. 

Second, Women are like1y to be sensitive to the 10ca1 opportunity of 1abor, because the 

home-workp1ace distance of women is shorter than that of men. The fact that the gender differences 

in the trave1 time is more conspicuous than that in joumey-to-work distance expresses weak spatia1 

mobi1ity of women. 

Third, in residence-workp1ace 10cation decision, men tend to take the 1ocation of workp1ace serious1y ‘ 

women the location of residence. Moreover, women consider residential environment to be more 

precisious than residence-workplace proximity. 

Fourth, gender-specific socia1 networks in neighborhood have c10se re1ation with job search process 

of women. Women have a strong tendency to search for job through neighborhood relationship, so the 

gender differences in job search methods influence on residence-workp1ace proximity of women. 

Fifth, gender differences in residence-workplace locational interdependence have deep connection with 

the occupation and t 

* Graduate Student, Seou1 Nationa1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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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th, the gender difference in residence-workplace distance and location decision are differentiated 

by the local context of the work and residence. In Kuro-gu, where the local employment opportunity 

brought about the residence-workplace proximity, the c10ser relation of neighborhood and local job 

search take an important part. On the contrary, in Kangnam-Gu, local industrial employment and 

neighborhood of residence are parted from each other relatively, and the formal job search methods has 

pnonty. 

Key Words : residence-workplace distance, locational interdependence, gender difference, local context, 

’residence-workplace ’ location decision, job search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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