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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의 권리’는 사회적 참여와 통합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야하는 사회적 권리이다. 이동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동성의 확보가 곧 다른 

이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산적 활동의 근간이 되며, 이를 통한 사회적 연

대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Durkheim, 1893). 이동성의 제약이 외재적이며 강제

적인 사회적 사실이라면, 기본적인 이동이 제한된 이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은 노인, 아동, 임산부 등과 함께 이동의 제약을 경험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동약자이

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의 확보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되고 관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

동권의 확보가 단순히 이동욕구의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닌 이들을 둘러싼 사회 환경, 구성원과

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허창덕·신주영, 

2011). 다양한 선행 연구들은 장애인 이동성의 제한이 사회로부터의 고립감, 스트레스, 자존감 

저하, 사회적 참여의 감소를 야기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에 부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정남해·장문영·김현지, 2015). 더불어 장애인의 이동성 제약이 사회관계에 대한 제약으로 이

어져 사회참여 및 소외, 사회적 배제를 유발하고, 나아가 생존권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

음을 설명하였다(김도현, 2009).

본 연구는 이동제약의 경험 가능성이 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성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들의 이동성과 연계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검증한다. 장

애인이 경험하는 이동의 제약은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대한 암묵적, 실제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장

애인의 이동성을 삶의 질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설명요인으로 다루어 왔다. 본 연구는 장애인

의 이동성을 기본권 보장의 지표로서 연구를 통해 설명되어져야할 주요변수로 설정한고, 장애

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가구소득 및 경제활동참여)에 따른 장애인 이동성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해외의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EU, 2002). 

이 연구는 “2014 장애인실태조사’ 자료에 대한 이차분석을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모바일 디

바이스를 통해 수집한 위치데이터를 활용하여 장애인 이동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한다. 사회

복지분야에서 위치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일찍이 조성민과 한혜경

(2002)은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 기반 사회복지기관 관리시

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학제적 노력을 기반으로 최근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GIS

와 위치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GIS 공간분석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공급 

지역분포에 대한 연구(김정현·김가희, 2015; 이영수·길현종, 2016), 사회복지예산 결정의 공간

적 영향 연구(황정윤·신동연·장용석, 2016),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복지연구(김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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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손광훈, 2013) 등이 있다. 향후 GIS와 위치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장애인을 비롯한 이동

약자의 접근성 연구 및 사회복지행정시스템의 개발이 기대된다. 본 연구는 GIS를 활용한 최근 

연구동향과 맥을 같이 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에 대한 이차분석과 함께, GIS를 

활용하여 장애인 이동의 사례기술적(ideiographic)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차데

이터 분석을 통해 얻은 장애인 이동성에 대한 일반적이며 법칙정립적인 연구결과와 위치 데이

터를 사용한 장애인 이동의 관찰결과에 대한 통합적 분석은 장애인의 이동성에 대한 보다 풍부

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검토

1. 장애인 이동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인간은 다른 인간과의 관계 혹은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공간으로부터 항상 물리

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인간사이의 관계와 사건은 이동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Urry, 2014).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중 하나인 ‘모빌리티스 

패러다임(mobilities paradigm)’은 공간을 넘나드는 다양한 이동에 주목하며 모빌리티가 생

산·재생산하는 사회관계를 전망하는 새로운 분석틀을 제공한다.

주목할 점은 모빌리티가 사회 내부에서 불평등을 구조화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Kaufmann(2000)은 이동에 의한 불평등을 모틸리티(motility) 자본에 대한 차이로 설

명한다. ‘모빌리티’가 실제 관찰 가능한 이동이라면, ‘모틸리티’는 이동의 잠재력을 의미한다. 

모틸리티의 결정 인자에는 육체적 특성, 교통 및 통신에 대한 접근성, 시·공간 제약, 지식, 운전

면허 등이 포함된다(Urry, 2007). 현대사회는 광범위한 시·공간적 제약이 따르며 모틸리티 자

원은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묶어놓은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필수자원

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Kaufmann(2000)은 특히, 경제자본, 사회자본, 그리고 문화자본으로 대

표되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자본들 중 다른 자본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모틸리티 

자본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Urry, 2014). 

어리는 모빌리티의 불평등 현상을 이동에 대한 접근성(access)의 개념을 통하여 구체화하여 

모빌리티의 불평등을 설명하는 경제적, 물리적, 조직적, 시간적 요소를 제시하였다(Cass, 

Shove & Urry, 2003). 특히 경제적 자원은 사회적 평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제약요소로 설명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나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걷기조차 신발이 필요하다. 또

한 자동차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동차를 소유하는데 따른 비용을 감당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는 

것이다. 집근처에서 직장을 구하기 힘들거나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취약한 이들의 경우 더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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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Froud, Johal, Leaver & Williams, 2005). 또한 물리적 측

면에서의 불평등을 들 수 있다. 차를 타지 못하거나 차를 운전하지 못할 때, 어둡거나 길이 좋

지 않은 특정 환경이 이에 해당한다. 또는 대중교통 차량에 대한 시간표를 독해할 수 있는 역량

의 부족이 이동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으로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조직적 역량역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데, 예컨대 다른 이들과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어 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혹은 

해당 지역의 대중교통이 잘 조직되어 있어 다양한 목적지에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적

재적소에서 이용가능한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간적 이용가

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스스로 자신의 시간체제(temporal regime)에 대한 통제의 정

도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 중에는 많은 노동시간과 시간주권이 축소된 이들이 많을 

수 있으며 시간주권의 축소는 곧 이동에 대한 선택과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떄문이다(Cass, Shove & Urry, 2003; Urry, 2014).

장애인은 이동에 제약을 가지는 대표적 이동약자이다(두오균, 2010). 장애인의 접근권은 장

애인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이며, 이동권 확보는 이를 위한 기본 전제이다(김경혜, 

2001; 김명수, 2009). 때문에 장애인의 이동권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

권적 차원의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이익섭, 2004; 이진용 외, 2006; 조원탁 등, 1999). 한국에

서 장애인의 이동 권리에 대한 법제화는 지난 약 30여년 간의 논의를 통해 체계화되어왔다. 현

재 장애인의 이동과 관련한 국내 법률은 ‘장애인 복지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

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을 통해 보장되고 있다(안종욱·신동빈, 2012). 이러한 장애인 이동권의 법제화 과정은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근간으로 한다(김명수, 2009). 인간은 누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할 권리와 국가나 지방자지단

체, 혹은 민간업체가 제공하는 시설과 설비,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김상

구·조홍중, 2012). 특히 활동에 대한 제약이 불가피한 이들의 이동의 자유를 위한 사회적 차원

의 보장이 요구된다.

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법제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이 침해되

고 있다. 실제 지난 인권위의 차별 진정 현황에서 시설물 접근과 이동 및 교통수단에 대한 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이동과 접근에 대한 차별 진정의 경우 전

체 진정사건 중 1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16). 이는 정보통

신과 의사소통영역에서의 차별 진정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차별의 비중을 차지한다. 일

련의 결과는 특히 지체장애인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체장애인들이 제기한 전체 진정사

건 중 시설물 접근과 이동 및 교통수단에 대한 차별 진정은 지체장애인이 겪는 차별 진정사건 

중 약 40.9%의 비율을 차지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6). 이들의 이동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동휠체어 등의 이동보조기기가 보급되었지만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비율역시 큰 폭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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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는 점도 문제이다. 공진용(2013)은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사용자 안전사고 관련 실태조

사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71.8%가 외부활동 중 사고가 일어났으며 이동 중 도로에서의 사고가 

44.14%에 이른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공진용, 2013). 일련의 결과는 여전히 이동과 접근

의 영역에서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반증한다. 

2. 장애인 이동성의 설명요인

많은 인간사이의 관계와 사건은 이동을 전제로 이루어진다(Urry, 2014). 21세기 현대사회에

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중 하나인 ‘모빌리티스 패러다임(mobilities paradigm)’

은 공간을 넘나드는 다양한 이동에 주목하며 모빌리티가 생산·재생산하는 사회관계를 전망하

는 새로운 분석틀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이동과 연계한 요인들은 무엇인가? 웨버와 

동료들(Webber et al., 2010)은 이동성에 대한 다양한 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적 모

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노인계층의 이동성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으로 제시되었으

나, 장애인의 이동성에 대한 연구(예: Bigonnesse, 2018; Rosso, Taylor, & Tabb, 2013)에서

도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 모델에서 이동의 결정요인은 성별, 연령, 인지적, 심리적, 신체적 

요인과 같은 개인의 특성 요인과 소득, 경제활동 참여 여부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포함한다. 웨

버와 동료들(Webber et al., 2010)은 이러한 이동요인들의 영향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고 설명한다. 이는 개인의 이동성이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복잡한 

사회현상임을 시사한다. 

장애인의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요인로는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건강상태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신체적 장애와 중증장애로 인한 거동이나 이동의 불편은  대중적 교통수

단, 여객시설 및 도로이용의 제한으로 작용한다(김상구·조중홍, 2012). 예컨대 한국의 경우, 장

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는 서울시 기준 전체 버스의 22.1%의 수준이며 지방의 경우 더

욱 낮은 비율이 나타나, 이들이 보편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이 지적된 바 

있다. 또한 기존 교통수단의 지정된 노선 등은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으

며 이는 이동의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국토해양부, 2012). 구체적으로 김영근(2007)은 

연구를 통하여 개인의 신체적 장애가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는 뇌졸중 환자의 

지역사회 이동능력과 보행환경 대응능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신체 기능과 관련하는 인지능력

과 균형능력, 보행속도와 이동과정에서의 조력과 연계하는 외출 시 도움의 정도에 따라 이동 

시 환경에 대한 대처능력이 다르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스스로 인지하는 신체적, 심리

적 건강상태 역시 이동을 포함한 생활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이동을 포함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음을 밝혔

다(김재훈 외, 1999; Song & Kim, 2002).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인식이 장

애인 이동성의 주요한 설명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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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이동은 장애인의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경제적 요인관도 밀접하게 연

관한다.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이동이나 접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접근한 연구

는 드물다. 다만, 낮은 소득으로 인해 값비싼 교통수단 등의 이용가능성이 낮아지고 이것이 낮

은 기동성으로 이어질 가능성(김태경, 2007), 낮은 소득에 따른 주거선택이 도시 중심부에서 

멀어짐으로 발생하는 높은 교통비용과 낮은 취업기회에 대한 접근성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선

행의 연구들은 설명하고 있다(염주희 외, 2012).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실제 노인

의 이동패턴을 연구한 선행의 연구결과에서는 이동의 욕구와 신체적 조건이 갖추어졌다 하더

라도 통행비용 등 통행에 수반되는 경제적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노인의 경우, 이동을 포기하

거나 이동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노시학, 1994). 경제활동 유무는 이동의 주요 

동기로 설명되며, 만약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동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노시학

(1994)은 서울시 노령인구의 통행패턴을 조사한 연구를 통하여 직업이 없어 경제활동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통근에 대한 이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낮은 이동성과 활동범위의 

공간적 한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사회적 차원의 여가활동이나 친교활동

에 대한 동기나, 동기가 있더라도 시설이 적절히 제공되지 않을 때, 사회활동을 위한 통행의 동

기가 상실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경제활동이나 사회참여활등의 

유무 역시 이들의 이동성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 차

별의 시선들을 경험하는 것 역시 이들의 이동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설명된 바 있다

(두오균, 2010; 김경혜, 2001). 

사회적 지지와 지원은 장애인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이다. 조력자는 장애인의 

기능 및 활동에 도움을 주는 사회적 지지로서, 특히 가족의 지지와 지원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와 이동성에 영향이 있다고 알려졌다(김원호, 2012; 박수경·박진우·이현

수, 2012). 특히 배우자의 역할이 장애인의 일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이준우, 

2005)는 배우자의 유무가 장애인의 이동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활동

보조 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의 경우 외출의 빈도가 증가하고 외출 장소가 다변화되는 등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미, 2004). 다양한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지원체계는 장애

인의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장애인 ‘이동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술적 탐색을 기반으로 하는 이동현황에 대한 연구, 혹

은 이동을 설명변수로 이동의 효과성을 탐색하는 설명연구가 주를 이루어, 이동성을 설명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관련연구의 부족으로 아직까지 장애인 이동의 설명요인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하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행태에 대한 연구, 혹은 노인의 사회적 활동 영향요인에 대

한 선행연구 등을 기반으로 할 때,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김원호 외, 2008; 윤은경·조윤득, 2014; 이형숙 외, 2011). 더불어 모빌리티

스 패러다임과 Webber와 동료들(2010)의 연구는 인간의 이동성은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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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이론적 기반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 이동성의 다양한 설명요인들 중, 사회경제적 요인인 가구소득과 경제

활동 참여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2014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장애요인(장애유

형, 장애등급, 장애발생시기, 중복장애여부), 사회인구학적 요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

역), 배우자유무, 복지시설이용정도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종속변수인 장애인의 이동성(외

출정도, 외출편의)에 대한 주요 독립변수인 가구소득과 경제활동 참여여부의 영향을 실증적으

로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해당 분석의 연구문제는 “(지체, 시각, 뇌병변) 장애인의 가구소득

과 경제활동 참여는 이동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이다. 추가적으로 위치데이터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실제 이동양상을 파악하고 위치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한 이동성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탐색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데이터

연구문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해서는 연구대상 인구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사용하여 장애인의 이동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14 장애인 실태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장애인 실태조사는 1980년부터 5년 주기로, 2008년부터 3년을 주기

로 수집되고 있다. 2014 장애인 실태조사는 각 시도의 섬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일반가구 총 

38,560 가구의 가구원 104,703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이다(김성희, 2014). 그 중 장애를 

가진 응답자는 6,825명 이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를 주장애로 

가진 4,92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ICF 2단계 분류 항목을 적용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

을 파악한 신은경, 신형익, 이한나(2012)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동의 제약이 큰 지체장애

인,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014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조사자료는 장애인의 이동성을 응답자의 

자기평가에 근거하여 측정하였다. 따라서 기억에 의존한 이동의 측정뿐만 아니라 실제 이동에 

대한 측정을 통하여 개인의 이동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의 위치정보

를 수집하기 위하여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이용자 중 지체장애를 주장애

로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임의표집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장

애인은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한 안내지를 전달받았고, 연구진과의 미팅을 통해 연구의 절차

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전달받았다. 위치정보제공에 동의한 1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함께 모바일 디바이스 앱을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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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며 소량의 데이터사용에 제약이 없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위

치데이터의 제공기간 및 데이터의 가용여부와는 상관없이 스마트폰 충전을 위한 보조배터리와 

함께 일정 금액의 상품권을 보상으로 제공받았다. 위치데이터는 1분 간격으로 수집하였으며, 

각 참여자는 최대 2주 동안 위치정보 데이터를 제공을 요청받았다. 연구참여에 동의한 100명

의 참여자 중, 72명이 사용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그 중 5일 미만의 데이터를 제공한 26

명을 제외하고 (최소 6일 이상의 이동데이터를 제공한) 46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위치정보

데이터의 정보보호를 위해 수집 시 데이터는 연구참여자에게 부여된 고유 아이디만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작성한 설문지도 고유 아이디를 기입하도록 하여 위치정보데

이터의 수집이 끝난 후, 참여자의 설문조사 데이터와 위치정보 데이터를 결합한 분석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추가적인 정보보호를 위해 위치정보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서버에 저장하였다. 데

이터의 수집과정은 저자의 소속기관 IRB1)심사를 받았다. 

2. 2014 장애인실태조사자료 변수의 조작화

<표 1>는 2014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장애인 이동성의 주요 설명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측정방법과 조작적 정의를 제시한다.

<표 1> 2014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의 변수의 측정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종속
변수

외출 정도
응답자의 외출 정도를 나타내는 1~4점 리커트 척도( 전혀 외출하지 않았다=1 ~ 거의 
매일 외출하였다=4)

외출 편의
응답자의 외출 시 불편의 정도를 나타내는 1~4점 리커트 척도(매우 불편하다=1 ~ 전혀 
불편하지 않다=4)

독립
변수

성별 응답자의 성별을 나타내는 변수(남자=0 , 여자=1).

연령 원자료 수집 당시 응답자의 연령을 나타내는 변수.

지역
응답자 거주지의 지역단위가 광역 혹은 특별시일 경우 ‘대도시’ 0, 도 단위일 경우 ‘그 
외’ 1의 변수로 재구성한 이진형 변수.

교육수준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나타내는 1~5점 리커트 척도(무학=1 ~ 대학교이상=5)

가구소득
응답자 가구의 근로소득, 공적이전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월평균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연속형 변수를 사용(분석에는 로그변환 후 사용).

 

(계속)

1) IRB 번호: HYI-17-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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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배우자 유무
응답자의 배우자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로, 배우자와 사별, 이혼 또는 별거, 미혼일 경우 
‘배우자가 없다‘ 0, ‘유배우’, ‘동거’일 경우 ‘배우자가 있다’ 1의 이진형 변수로 재코딩.

장애유형
응답자의 주 장애유형(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을 나타내는 세 개의 가변인으로 
구성(준거집단=지체장애)

장애발생 시기
주된 장애가 발생한 시기를 나타내는 ‘출생전 또는 출생 시’ 1, ‘돌 이전’ 2, ‘돌 이후’ 
3의 변수를 ‘돌 이전’ 0, ‘돌 이후’ 1의 이진형 변수

중복장애 여부 응답자에게 주 장애 외의 중복된 장애가 있는지의 여부(단일장애=0, 중복장애=1). 

장애등급 등록 장애인의 6단계의 장애등급을 나타내는 변수(1급=1 ~ 6급=6)

주관적 
건강인식

응답자의 주관적 건강평가에 대한 변수 (매우 나쁨=1 ~ 매우 좋음=5)

경제활동유무
응답 당시 지난 1주일동안 경제활동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를 사용(하지 
않음=0, 하고 있음=1)

복지시설이용
장애인복지사업 실시 기관의 이용경험을 23개의 문항으로 측정함. 각 문항에 
이용경험이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코딩한 후 23문항에 대한 응답의 총합

3. 위치정보 데이터 변수의 조작화

위치정보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동거리와 이동면적을 도출하였다. 이동거리의 경우 GPS 기능

이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GPS Tracker’를 이용하였다. GPS Tracker는 휴대폰을 통해 

이용자의 위치(위도와 경도) 좌표를 수집하는 위치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이다. 이 어플리케이션

을 연구 대상자의 휴대폰에 설치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하여 이들의 위치

가 1분 간격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이동거리는 이렇게 수집된 좌표를 연결한 총 

거리를 기반으로 하루 평균 이동거리를 계산하였다. 이와 같은 수집된 좌표는 동일 어플리케이

션에서 제공하는 ‘Tracker manager’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화하여 구체적 이동의 패턴을 도출

하였다.

이동면적은 수집된 위치정보에 대한 좌표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도상에 점으로 표시하고 그 

점들을 포함하는 다각형의 면적을 구하여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Convex hull’을 사용하였다. Convex hull은 어떤 집합의 모든 점들을 포함하며 각 점들을 연

결할 때 내부의 면과 겹치지 않는 가장 작은 볼록 다각형을 의미한다(Cormen et al., 2001). 

이 컨벡스(convex)의 구성은 ‘Jarvis march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이는 x축과 가장 작은 각

도의 점에서부터 시작하여 배치점을 반 시계 방향으로 각 점에 대한 가장 작거나 가장 큰 각도

를 연결하여 다각형을 구성하는 방법이다(Jarvis, 1973)2). 총 이동면적을 측정일수로 나누어 하

루 평균 이동면적 값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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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연구질문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장애인 이동성과 관련이 있는 장애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과 장애특성을 탐색하였다. 먼저, 2014 장애인실태조사의 4,925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

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 특성의 집단 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집단 간 비교분석을 위해 이

동의 정도(적은 이동=0, 많은 이동=1)와 이동 편의(이동시 불편함=0, 이동시 불편하지 않음=1)

를 이진형 변수로 변환하여 구성하였다.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고 종속변수에 대한 독

립변수의 주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가 4점 척도인 점을 고려

하여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모든 독립변수를 한 번에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6일이상 위치정보가 수집된 46명의 장애인의 위치정보를 토대로 실제 이동이 낮

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 집단별 특성을 탐색하였다. 더불어 낮은 이동성(하위 5%에 해당하는)

을 보인 4개의 케이스를 대상으로 이동의 패턴에 대한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하위 

4개 케이스의 이동자료를 맵핑(Mapping)한 시각화 자료를 각각의 이동장소가 구체적으로 제

시되어있는 지도에 대입하여 구체적인 이동장소와 정주한 장소를 기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이동성을 보인 대상자의 이동양상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1. 2014 장애인실태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

<표 2>는 장애인의 이동성에 따라 구분한 집단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제시한다.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외출정도와 외출 시 불편에 대한 응답에서 여성의 

적은 외출과 외출 시 불편의 양상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이동성이 

낮은 집단의 평균연령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출의 정도와 불편에 더 취약한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교육수준이 확인되었다. 이동성이 약한 두 집단 모두 일주일동안의 경제활동

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에서의 불편을 더 경험하는 집단의 가구소득수

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유무 또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이동성이 

높은 그룹보다 이동성이 낮은 그룹에서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높았다.

2) 자세한 내용은 Javis(1973)의 Figure 1(p. 18)과 Figure 2(p. 19)를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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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4 장애인 실태조사 표본의 외출정도와 외출편의에 따른 집단 별 사회인구학적 특성(n=4,925)

변수 전체 외출정도 외출편의

많은외출 적은외출 통계값 편하다 불편하다 통계값

성별

  남 55.06% 90.09% 9.91% χ2
(df=1)=22.03*  63.40% 36.60% χ2

(df=1)=116.77*

  여 44.94% 85.66% 14.34% 47.37% 52.63%

연령 62.07
(15.01)

61.03
(14.77)

69.77
(14.48)

t(df=4762)=13.24* 59.37
(13.76)

64.62
(15.63)

t(df=4762)=13.24*

거주 지역

  농촌 67.55% 87.94% 12.06% χ2
(df=1)=0.23 56.49% 43.51% χ2

(df=1)=0.21

  도시 32.45% 88.42% 11.58% 55.78% 44.22%

교육수준 

  미취학, 무학 13.25% 79.71% 20.29% χ2
(df=4)=68.65* 37.48% 62.52% χ2

(df=4)=162.85*

  초등학교 33.23% 86.67% 13.33% 51.07% 48.93%

  중학교 16.06% 89.80% 10.20% 59.97% 40.03%

  고등학교 23.55% 91.27% 8.73% 64.11% 35.89%

  대학교 13.92% 92.16% 7.84% 67.55% 32.45%

경제활동여부

  없었다 58.46% 80.32% 19.68% χ2
(df=1)=386.53* 41.71% 58.29% χ2

(df=1)=503.02*

  있었다 41.54% 99.04% 0.96% 75.05% 24.95%

가구소득수준
(만원)

223.59
(191.70)

226.73
(190.40)

214.37
(200.90)

t(df=4759)=1.44 246.27
(189.53)

196.12
(186.64)

t(df=4523)=8.89*

배우자유무

  배우자없음 36.57% 85.58% 14.42% χ2
(df=1)=14.84* 47.85% 52.15% χ2

(df=1)=78.55*

  배우자있음 63.43% 89.37% 10.63% 61.55% 38.45%

장애유형

  지체장애 71.14% 92.59% 7.41% χ2
(df=2)=356.67* 60.82% 38.18% χ2

(df=2)=273.30*

  뇌병변장애 14.84% 67.33% 32.67% 24.87% 75.13%

  시각장애 14.02% 87.28% 12.72% 55.99% 44.01%

장애발생시기

  돌 이전 3.61% 88.95% 11.05 χ2
(df=1)=0.12 46.30% 53.70% χ2

(df=1)=6.78*

  돌 이후 96.39% 88.07% 11.93% 56.63% 43.37%

장애등급

  1급 6.59% 58.60% 41.40% χ2
(df=6)=456.12* 5.58% 98.42% χ2

(df=6)=655.36*

  2급 7.37% 72.93% 27.07% 23.36% 76.64%

  3급 13.60% 82.56% 17.44% 40.80% 59.20%

  4급 17.46% 91.47% 8.53% 53.26% 46.74%

  5급 24.50% 92.46% 7.54% 62.49% 37.51%

  6급 30.48% 95.46% 4.82% 74.74% 25.26%

주관적건강인식

  매우 나쁨 15.18% 63.35% 36.65% χ2
(df=4)=555.90* 26.42% 73.58% χ2

(df=4)=588.55*

  나쁨 42.88% 88.79% 11.21% 46.64% 53.36%

  보통 29.26% 95.55% 4.45% 70.39% 29.61%

  좋음 11.84% 98.05% 1.95% 83.81% 16.19%

  매우 좋음 0.84% 100.00% 0.00% 90.00% 10.00%

중복장애유무

  없음 93.26% 89.87% 10.13% χ2
(df=1)=197.79* 58.30% 41.70% χ2

(df=1)=124.08*

  있음 6.74% 63.55% 36.45% 23.19% 76.81%

주: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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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의 경우 전체 장애인의 70% 이상이 지체장애에 해당하였다. 이동이 낮은 집단의 경

우 역시 지체장애를 가지는 경우가 가장 높았지만 뇌병변장애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 등급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동이 적거나 어려운 집단의 경우 중증장애에 해당

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인식 역시 이동성이 낮은 집단일수록 나쁘

거나 매우 나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높았다. 다만 주관적 건강인식과 외출 정도 간의 관계에 

대한 교차분석 시 적은 외출 집단의 경우 매우 좋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0%로 나타나 χ2의 해

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주관적 건강인식 변수를 ‘매우 나쁨 혹은 나쁨’, ‘보통’, ‘좋음 혹은 

매우 좋음’의 세 단계로 재코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도 주과적 건강인

식과 외출정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 이상의 중복된 장애를 가지

고 있을 때 이동성이 낮은 집단에 속할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련의 결과는 장애

인 중에서도 장애의 유형, 등급, 건강인식 등 장애요인에 따라 이동성의 양상이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한다. 

2014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장애인 이동성에 상관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순서형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외출정도에 대한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개인적 특성 요인으로는 응답

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중복장애 유무와 장애 등급, 주관적 건강상태의 요인이 외출정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장애유형의 경우 지체장애를 기준으로 했을 

때, 뇌병변장애와 시각장애가 주장애일수록 외출의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 이상

의 중복장애를 가질 경우, 그리고 장애등급이 낮을수록 이동성이 낮아지며, 스스로 건강이 좋

다고 인식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요인의 경우에는 경제활동 참여여부와 

외출이 정의 관계에 있었다. 구체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이 참여하지 않는 장

애인에 비해 외출정도가 1 단계씩 높아질 승산(odd)이 6.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분석은 외출 시 편의가 종속변수로 투입되었다. 분석의 결과, 성별과 연령, 경제활동 

여부와 배우자 유무, 장애유형, 중복장애의 여부와 장애등급, 주관적 건강상태의 이동성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외출편의에 대한 연령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외

출 시 불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여성장애인일수록 외출 시 불편을 경험할 가능성

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 요인 중 장애 관련 요인의 경우, 장애 발생 시기를 제

외한 나머지 장애요인이 모두 외출 시의 불편과 유의미한 관계양상을 나타내었다. 장애유형의 

경우 지체장애를 기준으로,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가 주 장애인 경우 높은 외출 시의 불편을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건장

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외출 시 불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시설 이용은 외출

편의와 부적관계에 있었다. 이는 이동의 제약이 있는 장애인일수록 복지시설 이용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주요관심인 사회경제적 요인의 경우, 경제활동의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

되었다. 외출편의에 대한 경제활동 영향의 승산비는 1.84로 외출정도에 대한 승산비 6.22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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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활동 참여가 외출 시 불편 정도보다는 외출의 빈도와 더 관계

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3> 장애인의 외출정도와 외출편의에 대한 순서형 로짓분석 결과(n = 44651)

변수
외출정도 외출편의

coef. SE OR2 coef. SE OR2

여성(준거집단=남성) -0.19* 0.08 0.83 -0.30** 0.07 0.74

연령 -0.01** 0.00 0.99 -0.02** 0.00 0.98

비도시 지역(준거집단=도시) 0.07 0.08 1.08 -0.09 0.06 0.92

교육수준 -0.04 0.03 0.96 0.02 0.03 1.02

배우자 있음(준거집단=없음) 0.12 0.07 1.13 0.11 0.06 1.11

뇌병변장애(준거집단=지체장애) -0.48** 0.10 0.61 -0.69** 0.10 0.50

시각장애(준거집단=지체장애) -0.26* 0.10 0.77 -0.59** 0.09 0.55

장애발생시기 0.04 0.22 1.04 0.02 0.18 1.02

중복장애(준거집단=단일장애) -0.52** 0.12 0.59 -0.37** 0.14 0.69

장애등급 0.31** 0.03 1.37 0.48** 0.02 1.61

주관적건강상태 0.53** 0.05 1.69 0.73** 0.04 2.07

복지시설 이용 (준거집단=없음) 0.30** 0.10 1.34 -0.47** 0.09 0.63

가구소득 0.02 0.05 1.02 0.08 0.05 1.08

경제활동 참여 (준거집단=없음) 1.83** 0.10 6.22 0.61** 0.07 1.84

Pseudo R2 0.1830 0.1813

주: * p<0.05, ** p<0.01. 1 Listwise deletion(complete case analysis)을 사용하여 4,925명의 대상자 중 4,465명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됨. 2 OR=Odds Ratio(승산비). 

2. 위치정보의 분석 결과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위치정보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제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을 탐색하였다. 위치정보 데이터 기반 이동성 지표는 이동거리와 이동면적이다. 이 두 지표를 

사용하여 연구참여자의 이동성을 살펴보았을 때, 대체로 이동거리에 의한 순위와 이동면적에 

의한 순위가 대체로 일치하였다. 순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동면적을 기준으로 하였다. 장

애인 이동이 제한된 장소의 반복적 이동보다는 다양한 장소로의 이동이 다양한 맥락의 이동성, 

그리고 높은 이동성을 나타낸다고 연구자는 판단하였다. <그림 1>은 이동성이 낮은 일부 표본

의 시각화 결과와 이동성이 높은 일부 표본의 이동을 시각화한 결과이다. 낮은 이동성 그룹에

서 두 사례의 이동양상을 확대하여 살펴보면 지하철 역을 기준으로 할 때, 이동분포가 지하철

역 1-2개 구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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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이동성 사례 높은 이동성 사례

 

[그림 1] 위치데이터에 의한 장애인 이동의 시각화 

위치정보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루 평균 이동거리와 이동면적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낮은 이동

집단과 높은 이동집단으로 표본을 나누어, 집단 간 개인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탐색적으

로 살펴보았다(표 4). 제한된 수의 연구표본이지만 두드러진 특성은 이동면적을 기준으로 한 낮

은 이동성 집단과 높은 이동성 집단 간 경제적 특성의 차이다. 

이동면적을 기준으로 낮은 이동집단 장애인의 월평균 가구소득(68.09 만원)은 높은 이동 집

단의 월평균 가구소득(165.39 만원)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소득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양상은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서도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참여

자 중 16.67%만이 낮은 이동성 집단에 포함되었으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참

여자의 61.76%가 낮은 이동성 집단에 포함되었다. 흥미로운 결과는 1개월 간 외출횟수와 외출 

시 불편정도에 대한 응답이 두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응답자의 기억

에 의존한 설문조사 결과가 실제 이동성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

는 향후 장애인 이동성 연구에서 이동에 대한 위치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하고 각 요인들과 종속변수의 변량의 독립적인 상관관계 확인하

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수를 고려하여 4개의 독립변수만을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2014장애인실태조사 자료에 대한 회귀분석결과(표3)을 고려하여 연령, 장애등급, 

그리고 두 개의 사회경제적 요인인 가구소득과 경제활동참여 여부를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연

령과 장애등급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구소득(β=0.46, p<0.01)과 경제활동참여 여부(β

=0.27, p<0.05)는 하루 평균 이동거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 이동면적의 경

우, 경제활동참여 여부(β=0.36, p<0.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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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위치정보 기반 이동성 집단 간 특성 비교

변수 이동거리 이동면적

전체
(n=46)

낮은 
이동성
(n=23)

높은 이동성
(n=23)

통계값 낮은 
이동성
(n=23)

높은 
이동성
(n=23)

통계값

성별

  남 55.56% 44.00% 56.00%
χ2

(df=1)=0.54
52.00% 48.00% χ2

(df=1)=0.22

  여 44.44% 55.00% 45.00% 45.00% 55.00%

연령 50.93
(13.20)

48.36
(13.88)

53.39
(12.33)

t(df=43)=1.29
52.23
(13.27)

49.70
(13.32)

t(df=4762)=0.64

최종학력 

  초등학교 이하 13.04% 50.00% 50.00% χ2
(df=4)=1.96 66.67% 33.33% χ2

(df=4)=3.62

  중학교 13.04% 33.33% 66.67% 66.67% 33.33%

  고등학교 56.52% 53.85% 46.15% 50.00% 50.00%

  대학교 15.22% 57.14% 42.86% 28.57% 71.43%

  대학원 이상 2.17% 0.00% 100.00% 0.00% 100.00%

월가구소득(만원) 117.82
(185.97)

104.91
(75.23)

130.17
(251.87)

t(df=43)=0.45
68.09
(66.93)

165.39
(245.05)

t(df=43)=1.80†

주관적 계층의식

  저소득층 65.22% 56.67% 43.33% χ2
(df=1)=1.53 56.67% 43.33% χ2

(df=1)=1.53

  중상위층 34.78% 37.50% 62.50% 37.50% 62.50%

경제활동 참여

  하지 않았다 73.91% 50.00% 50.00% χ2
(df=1)=0.00 61.76 38.24 χ2

(df=1)=7.22*

  하였다 26.09% 50.00% 50.00% 16.67% 83.33%

장애등급

  1-3급 88.98% 52.50% 47.50% χ2
(df=1)=0.28 45.00% 55.00% χ2

(df=1)=2.18

  4-6급 11.11% 40.00% 60.00% 80.00% 20.00%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 10.87% 20.00% 80.00% χ2
(df=4)=3.32 40.00% 60.00% χ2

(df=4)=3.87

  나쁘다 26.09% 58.33% 41.67% 66.67% 33.33%

  보통이다 45.65% 52.38% 47.62% 52.38% 47.62%

  좋다 15.22% 57.14% 42.86% 28.57% 71.43%

  매우 좋다 2.17% 0.00% 100.55% 0.00% 100.00%

휠체어 사용여부

  사용함 32.61% 33.33% 66.67% χ2
(df=1)=2.47 40.00% 60.00% χ2

(df=1)=2.47

  사용하지 않음 67.39% 58.06% 41.94% 54.84% 45.16%

1개월 간 외출횟수

  주1회 이상 97.83% 51.11% 48.89% χ2
(df=1)=1.02 51.11% 48.89% χ2

(df=1)=1.02

  월3회 이하 2.17% 0.00% 100.00% 0.00% 100.00%

외출시 불편정도

  매우 불편 28.26% 38.46% 61.54% χ2
(df=2)=1.46 38.46 61.54% χ2

(df=2)=1.04

  약간 불편 60.87% 57.14% 42.86% 53.57% 46.43%

  불편하지 않음 10.67% 40.00% 60.00%

이동거리(km/day) 10.60
(18.56)

0.17
(0.15)

21.02
(21.85)

t(df=44)=4.58*
7.09

(10.13)
14.10
(24.01)

t(df=44)=1.29

이동면적((km2/day) 211.27
(585.35)

93.77
(401.51)

328.78
(714.68)

t(df=44)=1.37
25.21
(26.14)

5820.79
(10201.61)

t(df=44)=2.72*

주. † p<0.10.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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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위치정보 기반 장애인의 이동거리와 외출면적에 대한 선형회귀분석 결과(n=43) 

변수
이동거리(km/day) 이동면적(km2)

coef. SE Beta coef. SE Beta

연령 0.05 0.19 0.03 -4.10 7.25 -0.09

장애등급 11.18 7.44 0.19 -128.08 283.53 -0.07

월가구소득(만원) 0.05** 0.01 0.46 -0.93 0.55 -0.29

경제활동참여(준거집단=없음) 11.83* 5.78 0.27 479.02* 220.51 0.36

R2 = 0.40 R2 = 0.14

주. * p<0.05.** p<0.01.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하여 이동성이 가장 낮은 4개의 케이스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2>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중증지체장애에 해당하는 중년층 여성이었다. 이 응답자의 경

우, 주관적 건강수준이 매우 나쁜 상황이었다. 주로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통해 이동 하였으

며 매주 1-3회 의 이동이 이루어졌다. 현재 배우자는 없었고, 지난 1주일동안 경제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응답자의 이동 중 주요 이동지역을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이동이 

이루어진 것은 주거지역(F)이었다. 이 지역은 광범위한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공간이며, 응

답자는 주로 반경 약 1.8km 내의 주거지역 안에서 이동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주거지역 안에 

있는 사회복지지관(G)과 주민센터(H)가 주 이동지역이었다. 주거지역을 벗어난 예외적인 이동

은 주로 지도 상의 A, B, C, D, E구역이었다. A구역과 B구역은 각각 장애인 복지관과 여성발전

센터가 위치해 있는 지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민회관과 평생학습원이 위치해 있는 C지역

에서의 이동 역시 확인되어, 주거지역을 제외한 이동의 경우 주로 장애인 복지관, 구민회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거지역과 복지기관 외의 이동에는 D구역에 위

치해 있는 대학병원으로의 이동과 E구역의 마트에 대한 이동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은 중증 지체장애의 노년층 여성 응답자의 이동양상이다. 해당 응답자는 자신의 건

강수준을 나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동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이동에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주로 휠체어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 이동이 이루어졌다. 주1-3회의 이

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체적 이동

양상을 확인하였을 때, <그림 3>의 응답자 역시 주로 주거지역(E)내에서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혹은 주거 지역 내의 사회복지관(C)과 장애인 종합 복지관(D) 그리고 

구청(B)으로의 이동이 가장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인 이동의 경우 각각 A, F, G, H, I의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H지역은 지역 내의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활동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었다. I지역의 경우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위치한 곳이었으며 G지역 

역시 주민센터가 위치해 있었다. <그림 3>의 응답자 역시 앞선 응답자와 마찬가지로 주거지역 

외의 활동은 지역 주민센터나 병원을 중심으로 이동이 진행되었다. 이 외의 주요한 이동이 이

루어진 A와 F지역을 탐색해 본 결과, A지역의 경우 규모가 큰 마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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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지역 역시 규모가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주거지역 외의 활동은 상가를 중

심으로 한 생업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그림 3>의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변에서 주민을 

위한 공원 등의 다수의 녹지공간(green zone)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응답자는 이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4>은 중증 뇌병변 장애를 가진 중년 남성 응답자의 이동패턴을 나타낸 결과이다. 응답

자의 주관적 건강인식 상태는 보통이었다. 평소 휠체어를 사용하였고 대부분의 이동에 다른 이

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이동 시 약간의 불편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적으로 주 1-3회의 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의 경우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였다. 

지난 1주일 동안의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월 평균 가구소득은 약 7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의 패턴을 구체화하여 살펴 본 결과 앞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주거지역

(B)을 중심으로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의 이동은 재활원(A)이나 장애

인 복지관과 재활센터(E), 구민회관 혹은 문화원(C)을 위주로 한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응답자 역시 주변에 대한 다양한 녹지공간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

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장애인 이동 사례분석 1 [그림 3] 장애인 이동 사례분석2

[그림 4] 장애인 이동 사례분석 3 [그림 5] 장애인 이동 사례분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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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경증지체장애를 가진 노년층의 남성이었다. 주관적 건강인식

은 좋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휠체어를 사용하였지만 거의 매일 이동이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자

립적 이동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주로 지하철을 이용한 이동을 하였으며 외출 시 약간의 불편

을 경험하는 응답자였다. 1주일간의 경제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는 

약 50만원의 월평균 가구소득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건강수준과 독립적 이동이 

비교적 가능하였지만 응답자의 이동성은 조사대상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주요 이동이 나타

난 공간은 역시 아파트 단지 내의 주거지역(C,D)이나 주거지역 내에 있는 종합복지관(A,B)이었

다. 그 외의 공간에 대한 이동은 보건소(E)에 대한 이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이동의 결과 역

시 앞서의 결과와 동일한 이동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이동은 주거지역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외는 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한 이동이 대부분인 것을 확인하였다. 

위의 사례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낮은 이동성에 대한 사례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앞선 네 개의 구체적 사례를 통했을 때, 이동의 수준이 낮은 이들의 이동형태는 주로 주거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집약적 이동분포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이동은 주로 아파트 

단지 내 혹은 단지 간의 이동에 집중되어 있었다. 예외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근린공간

에 위치한 재활원, 복지관, 문화원 등 장애인 시설을 위주로 한 이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여가, 문화와 관련된 행위 역시, 드물게 이루어지거나 모두 장애인 

시설을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장애관련시설 외의 이동이 이루어진 곳은 

마트나 시장, 병원으로의 이동이 주를 이루었다. 앞선 실증분석의 결과와 차별되었던 점은 이

들이 모두 이동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네 개의 사례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모

두 빈번한 외출이 이루어졌지만 이동의 양상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사례를 통한 장애인 이동의 분포를 탐색하였을 때, 장애인 주거지역과 복지시설 간, 혹은, 

복지시설과 복지시설 간의 분포가 매우 집약적으로 이루어져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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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데이터와 위치정보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동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어리(Urry, 2014)의 모빌리티스 패러다임은 개인

의 이동성이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확장하기 위한 필수자본이며, 개

인의 인지적, 신체적, 환경적, 경제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이동성에 관한 질문

은 ‘어떠한 이들이 다른 이들과 상호작용하며 긴밀하고 연결된 공간을 향유하는가?’에 대한 질

문이다. 2014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동이 제한된 장애인의 경우 더 열

악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장애인들

에게 낮은 이동성이 나타났다. 장애인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의 효과는 모빌리티

스 패러다임에서 설명하는 이동의 계층화 현상과 연계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동능력에 따른 경

제활동의 차이는, 경제적 불평등이 구조화될 수 있으며 다차원적 배제에 대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Urry, 2014). 장애인의 낮은 경제적 수준과 낮은 이동성의 관계는 모빌리티스 패러다

임이 제시하는 이동의 계층화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는 장애인의 이동이 

사회경제적 상황의 설명요인일 수 있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

는 장애인의 이동이 보장된다고 하여 노동시장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동의 

제약을 경험하는 장애인의 이동성 향상이 장애인복지의 주요한 지표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장애인 이동성을 연구의 종속변수로 개념화하였다. 장애인의 이동성을 설명하는 후속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이동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 이다.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이동성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낮은 이동집단과 높은 이동 

집단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실증적으로 근거한다. 이는 이동성의 차이가 네트워크 자본에 대

한 접근성으로 이어지며 곧 이동의 계층화를 유발한다는 이론적 논의(Urry, 2014)와 동일한 맥

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계층에 따른 이동성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근거

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낮은 이동성을 예측하도록 

한다. 일찍부터 이동은 사회구성원에게 주어지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식되어 왔다. 그만큼 사회

계층간 이동성의 차이와 이동에서의 제약이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이는 장애인이 가지는 신체 기능적 제약은 이동의 불평등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불

평등과 배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장애의 사회모델’은 장애인 이동성의 제약이 외재

적이며 강제적인 사회적 사실임을 의미한다.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2015년 인권위의 차

별 진정사건 중 약 20%가 이동과 접근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16). 이는 

장애인 이동에 대한 법제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침해는 여전히 심각함을 의미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은 확대되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많은 선행연구에서 장애인의 이동성은 종속변수로서 연구되기 보다는 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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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과 사회참여를 설명하는 주요한 설명변수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장애인 이

동성 향상을 위한 실증적 증거에 기반을 두는 체계적인 노력의 부족과도 연계한다. 장애인 이

동성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 활동의 결과는 장애인 이동성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의 모색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독립변수인 가구소득과 경제활동 참여여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장애인의 이동은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없을 경우 제한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령장애인의 이동성 향상을 위한 지원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이동을 도울 수 있는 조력자의 유무는 이동 시 환경적 장애를 

제거하고 이동성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지지기반이다(김영근, 2007). 장애관련 특성 역시 이동

성과의 긴밀한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장애등급과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이동성의 격차 역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이동

의 제약은 또 다른 사회적 제약으로 이어지는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

다. 장애유형에 따라 일상생활능력, 직무수행능력, 경제활동 참여 형태가(최영광·전동일, 2010) 

다르고, 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서비스 욕구도(김성희·고선정, 2004) 상이하다. 이는 이동

성의 양상, 그리고 이동성의 설명요인이 장애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

를 통해 장애유형별 이동성의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과 장애인 이동성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

여준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장애인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

인 시설이용은 외출횟수는 정의 관계에 있었다. 이는 이동성이 높은 장애인이 장애인 시설을 

많이 사용하기 보다는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일수록 시설이용이 주된 외출이유라고 볼 수 있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복지사업 실시 기관의 이용률은 매우 낮아, 기관별로 

0.2%에서 9.5%의 이용률을 나타냈다. 또한 이렇게 낮은 이용률에 비해 희망이용률은 높았다

(김성희, 2014). 이는 장애인 시설이용이 장애인의 이동과 공간소비의 주된 맥락이며, 이는 이

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성 향상을 위해 이들의 시설접근성 보장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장애인 이동성의 차

이는 이동성이 또 다른 사회적 배제의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국의 사회적 배

제 연구팀(SEU, 2002)은 이동약자가 경험하는 이동의 제약은 사회적 배제의 결과인 동시에 또 

다른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원인임을 확인한 바 있다.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는 장애인

의 이동성 향상과 사회 참여의 증가로 이어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이동성에 대한 2014 장애인실태조사 자료에 대한 이차분석과 장애인의 

위치정보 데이터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

째, 연구를 위한 장애인의 선정 기준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를 주장애로 가진 장

애인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해당 장애인인구집단을 넘어 일반화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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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장애유형을 포함하는 연구설계를 고

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위치데이터 수집에 참여한 대상자의 월평균 가구소득 데이터의 타

당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위치데이터 수집 시 사용한 설문지에는 응답자의 경제활동 참

여여부를 묻는 질문과 월평균 가구소득을 묻는 질문을 함께 배치하였다. 또한 가구소득의 응답

히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을 포함하여 응답하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상당히 많은 응답자들

이 월평균 가구소득을 0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치데이터 수집에 참여한 대상자의 수가 제한적이고 휴대폰을 소유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향후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활용한 위치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하

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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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oeconomic Factors of Mobility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A Study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the 

Disabled Persons and Geo-location Data

Lee Yushin* ․ Kim Hansung**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mobility and to identify 
significant correlates of mobility among people with physical impairments. Method: The 
authors analyzed data from “The 2014 National Survey of the Disabled Persons” to test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factors on mobility among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brain 
lesions, visual disturbance. In addition, geo-location tracking data collected from mobile 
devices of 63 study participants were also analyzed. Results: The analysis on the data from 
the 2014 National Survey of the Disabled Persons revealed that age, employment status, the 
severity of disability, and the type of disability were significant correlates of mobility among 
the study sample. The use of welfare services facilitie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going out, but negatively with the level of discomfort when going out. The results 
from the exploratory analysis of geo-location data showed that employment statu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mobility among the physically disabled. Conclusion: Policy 
measures need to focus on the improvement of mobility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especially who are socioeconomically marginalized.

Keywords: the disabled,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GPS, secondary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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