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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경제활동 통한 자립’ 지원정책 필요

교육·취업기회 제한된 여성장애인 대상 서울시 고용지원정책 부족

서울시의 등록 장애인구 수는 2015년 기준 약 40만 명이다. 이 중 남성은 약 

23만 명이고 여성은 16만 명 정도로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난다. 전체 장애인 수는 줄고 있지만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인기 이후

에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서울

시는 전체 장애인의 고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직업재활기관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교육이나 취업기회가 제한적인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부족한 면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여성장애인에 대한 경제활동

을 지원하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장애인통계와 경제활동에 관한 자료는 서울시와 통계청자

료 및 선행연구를 참고하였고, 여성장애인의 취업률이 높은 직종에 대한 방문 

조사와 국내외 사례조사로 진행되었다.  

여성장애인 21%인 1만여 명이 경제활동

서울 등록 장애인구 2015년 39만3천 명…2010년부터 감소추세

아래 [표 1]에서 2015년 기준 서울의 등록 장애인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8

년 36만 8천 명이었던 등록 장애인의 수는 2010년 41만 4천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39만 3천여 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장애인(명) 368,955 401,683 414,522 411,570 407,528 403,435 398,908 393,380

출처: 서울시 행정자료

[표 1]
연도별 장애인구 
변화 추이  

장애인구가 2010년을 기점으로 변화가 생긴 원인은 복지정책의 확대로 미등록 

장애인의 등록 증가와 후천성 장애발생 증가 때문이다. 또한 2011년 이후 감

소하고 있는 원인은 장애인에 대한 재평가를 2년마다 시행하고 있어 이에 따

른 감소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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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 50대 이후 늘어나고 경제활동 가능인구 비율도 높아

아래 [표 2]는 연령별 장애인의 분포를 성별로 나타낸 것으로 50대 이후 장

애인구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 가능 인구인 20대에서 50

대 후반까지의 인구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연령
성별

합계
0~
9세

10~
19세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
69세

70~
79세

80세
이상

계(명) 393,380 3,996 10,426 15,464 25,453 46,450 80,586 90,286 83,740 36,979

남성(명) 228,813 2,607 6,754 10,264 17,691 32,144 53,499 52,348 40,579 12,927

여성(명) 164,567 1,389 3,672 5,200 7,762 14,306 27,087 37,938 43,161 24,052

출처: 서울시 행정자료

[표 2] 
성별 연령별
장애인 분포 

위의 [표 2]를 경제활동인구로 재구조화한 표는 [표 3]과 같다. 남성장애인의 

비중이 높지만, 여성장애인도 5만 4천여 명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21%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수치대로라면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21%인 1만여 명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구분 전체(명) 남성(명) 여성(명)

비경제활동(20세 이하) 14,422 9,361 5,061

경제활동인구(60세 이하) 167,953 113,598 54,355

노년인구(60세 이상) 211,005 105,854 105,151

출처: 위의 [표 2] 재구성

[표 3]
경제활동 

가능 인구에
따른 분포

그러나 서울시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성별통계는 확인하기 어려

웠으며, 전체 장애인 중 취업자 수를 통계로 산출한 것이 아닌 장애인고용을 

신청해서 취업으로 연결된 사례만을 취업률로 산정한 한계가 있다. 전체적인 

취업률은 매년 50% 내외로 나타나고 있지만, 직종이나 성별 정보가 부족하

여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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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울시 장애인 
취업률 변화 

주 1) 취업률=취업자 수/구직자 수*100
   2) 취업실적은 공단을 통해 알선 취업된 자만을 산정한 수치임(2012.01.30부터 워크넷 자료와 연계)
출처: 서울통계 자료 각 연도 재구성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목은 제과제빵, 임가공·비누제작이 가장 많아

2016년 5월 31일 기준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22개소를 대상으로 생산품

목을 조사한 결과 제과제빵, 임가공/비누제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주생산품목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재구성

기타 품목은 각종 비닐케이스, 조명기구, 각종 포장, 골판지, 견과류, 지하철택

배, 고무밴드, 구슬제품, 커피, 가방, 토마토, 땅콩나물, 포대(종량제봉투), 플라

스틱 생활용품, 모자, 목공방, 현수막, 블랙박스, 화훼, 살균소독수, 휴지통, 황

토소금, 위생백, 압화, 전자부품조립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유형과 정도

에 따른 종사자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정확히 어느 정도의 여성 장애인이 고

용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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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취업 어렵고 고용여건 열악

취업 시 어려움은 회사의 부정적 인식, 적합한 일자리 부족 등의 순

여성장애인의 취업활동 시 어려움은 장애인에 대한 회사의 부정적인 인식 

33.9%, 적합한 일자리의 부족 19.4%, 취업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부족 7.7%, 

자격 및 경험 부족 6.7%, 저임금 6.4%, 구인정보의 접근 어려움 6.1%, 이

동권 확보의 어려움 5.2%, 열악한 근무환경 2.3% 등으로 나타났다(연명모 

외, 2015).

또한 장애인의 성별 교육격차가 취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미취학을 포함한 무학은 여성장애인이 21%, 

남성장애인은 4.7%, 대졸 이상 학력은 여성장애인이 8.6%, 남성장애인은 

20.2%로 12%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격차는 여성장애인이 인적자

본화 되는 데 한계가 있어 사회참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성인이 되어도 취

업의 기회에서 많은 제약을 받는 요인이 된다(연명모 외, 2015). 박미희

(2016)의 연구에서도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박자경(2010)의 연구 역시 여

성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낮은 교육수준과 여성을 배려하지 

않는 능력개발의 환경을 지적하였다.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보다 임금 적고 단순노무자 비율도 높아

2009년 제2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따르면, 취업 장애인 중 정규직은 여성

이 24.3%, 남성은 38.4%이었다. 월평균 임금은 여성장애인이 77.6만 원, 남

성장애인은 132.3만 원으로 나타났다(박자경, 2010). 직종과 관련해서도 여

성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단순노무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박자경

(2010)의 연구에서는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남성장애인은 30.2%인 반면, 

여성장애인은 37.3%였으며, 김세연 외(2012)의 연구에서도 단순노무종사자

가 여성장애인은 55.2%, 남성장애인은 41.8%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여성장

애인의 근로조건은 불안한 고용수준과 낮은 임금 등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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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의 희망직종은 나이, 학력, 장애유형별로 ‘제각각’

연명모 외(2015)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이 희망하는 직종으로는 정보통

신 응용분야, 음식서비스, 기타서비스, 사무지원 직종에 대한 선호도가 우세하

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20~30대 여성장애인은 사무지원이나 정보통신 응용분

야의 훈련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50세 이상 여성장애인은 음식서비스, 

기타 서비스 분야의 훈련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대졸 이상 학력자는 정보

통신 분야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중졸 이하 학력자는 음식서비스나 기타서비스

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장애인은 정보

통신 응용분야 훈련 희망 비율이 높았고, 정신장애인은 음식서비스 분야에 대

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장애인이 희망하는 근무형태는 공통적으로 출근근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

으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이나 중증장애인, 정신적 장애인은 재택근

무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연명모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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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선 장애유형별로 특화사업 존재

엘린호텔·클린: 장애인 40여 명이 객실정리·청소 관련 업무 수행 

엘린 사업장에는 숙박업을 하는 엘린호텔과 청소용역을 하는 엘린클린이 있

다. 엘린호텔은 비즈니스 고객, 관광객을 위한 객실과 서비스 제공은 물론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의객실 및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엘린클린은 대

리석, 화강석 관리, 바닥광택, 카펫세척, 건물 계단청소 등 건물위생관리와 

보존 관련 일을 한다.

엘린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중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해당 직무교

육을 이수한 후 취업할 수 있다. 호텔은 객실정리 및 청소 관련 업무를 정확

히 수행할 때까지 길게는 3개월 이상 반복 교육을 통해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면 현장에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비장애인 직원들이 매니저 

및 감독자 역할을 한다. 룸메이드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모두 여성장애인이

며, 일부 직원은 업무처리능력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숙련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클린분야는 유사한 선발 및 훈련방식으로 진행하지만, 직업재활교사들이 동

행하면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구분 내용

시설유형 근로사업장

신고일 2012.03.30

시설대표 한봉금

정원 50명

소재지 제주시 은남1길(연동)

연락처 064-752-2299/ www.elin.or.kr

사업장 엘린호텔(숙박업), 엘린클린(청소용역)

출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엘린 내부자료 - 2016년도 사업계획서 

[표 4] 
제주 엘린호텔 

기본현황

구분 계 원장
사무
국장

직업
훈련
교사

생산
판매
관리
기사

사무원
시설
관리
기사

위생원 조리원

현원(명) 17 1 1 4 7 1 1 1 1

[표 5] 
제주 엘린호텔 
종사자 현황

(2016.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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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린에서는 2014년에 44명, 2015년에 47명, 훈련생 3명 총 50명의 장애인이 

근무하였다.

구분
사업장

2015년 실적(명) 직무

엘린호텔 13(프런트 1명, 객실 12명) 프런트 및 룸메이드(객실청소 등)

엘린클린 37 청소용역(전문청소, 일상청소 등)

총 인원 50

출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엘린 내부자료 - 2016년도 사업계획서 

[표 6] 
제주 엘린호텔 
근로장애인 채용실적 

엘린호텔의 2015년 연간 사업장 운영 및 관리비 지출 현황은 [표 7]과 같다.

구분 지출항목 금액(원) 내용

인건비

일용잡금 4,322,000 메이드 일용(알바) 급여

직업재활
사업비

1,781,250 훈련생 훈련비, CS교육비

사업장고용
사업비

211,889,310
국민연금보험료, 급여, 

자체종사자 급여, 퇴직적립금

비
인건비

기타 
후생경비

4,161,830 팀 간담회, 민들레 지원금

회의비 451,080 마케팅 전략회의

수용비 및 
수수료

3,000 대형 폐기물(의자)처리 수수료

공공요금 37,119,420
전기, 전화, 인터넷, 승강기유지비, 

상하수도사용료 등

제세공과금 2,491,170 전기안전관리수수료, 차량보험료 등

시설비 302,000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비, 방충망 설치비

자산취득비 103,464,400
무전기, 프린터기, 완강기, 
소파, 의자, 침대 등

시설장
유지비

6,170,710
완강기설치 공구 구입, 에어컨 수리, 

소방보수 등

직업재활비 118,330,072
객실청소용품, 신문대, 
객실용품, 세탁비 등

판매수수료 39,993,728 카드판매수수료, 온라인거래수수료

계 530,479,970

출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엘린 내부자료 - 2016년도 사업계획서 

[표 7] 
2015년 
제주 엘린호텔 
사업장 운영 및 관리비 
지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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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린클린의 2015년 연간 사업장 운영 및 관리비 지출 현황은 [표 8]과 같다.

구분 지출항목 금액(원) 내용

인건비 인건비 426,057,860 단일성 계약, 승계직원 인건비 포함

비
인건비

사회적기업 급여 46,243,200 자부담, 보조금 포함

훈련비 3,273,200 -

물품비, 장비임대 28,092,845 -

시설장비유지비 792,000 -

홍보비, 고객관리비 1,317,550 -

공공요금 1,445,330 자부담, 보조금 포함

회의비 742,790 -

자산취득비 360,340 -

관리비제세 수수료 2,267,429 -

차량유지비 17,660,460 자부담, 보조금 포함

기타 후생경비 7,089,140 -

계 535,342,144 -

출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엘린 내부자료 - 2016년도 사업계획서 

[표 8] 
2015년

제주 엘린클린 
사업장 운영 및 관리비 

지출 현황

           [사진 1] 엘린호텔 로비 

          [사진 2] 엘린호텔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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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엘린호텔 내부

[사진 4] 장애인 근로자가 엘린호텔 객실을 청소하는 모습

[사진 5] 엘린 사무실 및 비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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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장애인근로복지센터: 장애인 29명이 파우치, 에코백 등 생산

구리시장애인근로복지센터는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쟁적인 

일반 고용시장에서 자활・자립을 도모하고 생산적인 시민으로서 사회통합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장애인근로복지센터이다. 이 

센터의 주요 생산품은 파우치/에코백, 피복류(단체복/작업복), 버티컬/롤 블라

인드 등이다. 구리시장애인근로복지센터의 기본 현황은 [표 9]와 같다.

구분 내용

시설명 구리시장애인근로복지센터

시설규모 지상 4층, 지하 1층

개관일 2009년 1월 1일

출처: 구리시장애인근로복지센터 내부자료

[표 9]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기본현황

구리시장애인근로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근로장애인은 총 29명으로 남성이 16

명, 여성은 13명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40대와 50대

가 각각 7명, 30대가 4명이다.

계(명) 성별(명) 연령별((만)나이)(명)

29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16 13 11 4 7 7

장애유형별(명)

뇌병변 자폐성 지적 지체 청각

2 2 12 6 7

출처: 구리시장애인근로복지센터 내부자료(2016.06.30. 현원 기준)

[표 10]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 
근로장애인 현황

구리시장애인근로복지센터의 채용방법은 워크넷, 장애인고용공단 등에 공고 

> 복지카드, 이력서 확인 > 면접 > 채용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애여부와 근

로가능 여부가 채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합격한 장애인은 선배치 후 훈

련 과정으로 근무하며 인턴 형식으로 일정 기간 직무 적응 후 평가를 통해 

정식 채용된다. 미싱 작업은 각 조의 조장이 있어(주로 미싱 4명에 보조 1

명) 일을 하면서 업무를 배우는 구조로 운영되며 별도의 훈련비를 지급하면

서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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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활동 수익의 100%는 근로장애인의 임금으로 쓰이며 모든 근로장애인은 최

저임금이 보장된다. 근로장애인의 정년은 60세로 일반기업체와 같다. 구리시장

애인근로복지센터의 주요 사업은 아래의 [표 11]과 같다.

구분 내용

직업재활

직업평가, 직업수행 적응훈련, 직업능력 향상/직업유지/적응훈련, 
보호자회의(연 3회), 등반프로그램(월 1회), 전환기 교육프로그램
(총 30회차), 야외활동(연 2회), 근로인상담(연 1회), 송년행사(매
년 12월)

생산관리
자재관리(주1회), 품질관리(주1회), 사후지원서비스, 생산장비관리, 
생산환경관리, 안전관리교육, 사업평가회의, 파우치 제조(씨앤에
스, 한섬 등), 피복류, 임가공, 납품 및 배송

영업/마케팅
판로확대, 신제품 개발, 홍보행사, 영업능력 개발, 거래처 관리, 
홍보/판촉물 제작

행정지원
인사관리, 회계관리, 행정서무관리, 시설관리, 식당운영, 후원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체력단련실 운영, 장애인 목욕탕 운영

출처: 구리시장애인근로복지센터 홈페이지 참조(https://www.hwg.or.kr:53511/)

[표 11]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주요 사업

[사진 6] 구리시장애인근로복지센터 전경

[사진 7] 구리시장애인근로복지센터 2층 근로작업장 - 단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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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구리시장애인근로복지센터 1층 근로작업장(파우치 제작 현장)

독일·일본 등에선 농업, IT 등 다양한 영역의 장애인 직종이 존재

해외 국가의 장애인 적합 직종 사례 연구(심진예, 김용탁, 2015) 결과를 살

펴본 결과, 여성장애인만을 위한 특화된 사업은 없으나, 농업, 의료, IT, 외

식서비스, 사회적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유형별로 특성화된 사업들

은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농업분야는 농장 등에서 장애인이 근

로하며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례로 네덜란드의 ‘치유농장’, 일본의 ‘꿈의 농

장’, ‘워크넷 오칸’, ‘미누마 복지농원’, 독일의 ‘발달장애인 농업분야 작업장’

이 대표적이다. 국내에도 사회적기업인 ‘어유지1’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들이 

농업을 하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있다. 의료 분야로는 촉각이 뛰어난 여성 

시각장애인이 유방암 촉진 검사를 하는 독일의 ‘Discovering Hands’가 있다. 

촉진의의 조기발견으로 약 5만 7천 유로(약 8,300만 원)의 의료비용 절감효

과가 있다고 한다. 미국의 병원 내 일자리 ‘Project SEARCH’는 발달장애학

생의 전환교육프로그램으로 의료도구 및 의료기기의 소독, 입원실 위생관리, 

환자 응대 등 병원 내 일자리에 다수의 졸업생을 배치한다고 한다. IT분야로

는 독일의 ‘(주)Auticon’이 높은 집중력을 가진 아스퍼거 장애인을 채용해 

부품테스트, 적합성테스트, 시스템테스트 등의 업무에 배치한다. 벨기에의 

‘PASSWERK’도 자폐성 장애인을 소프트웨어 검수원 품질관리원으로 양성 및 배

치하고 있다. 일본의 ‘(주)NTT데이타 대지’는 정신장애인을 고용해 소프트웨어

1 http://www.kyonamdong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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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및 품질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SK C&C의 사회적 

IT기업 ‘행복한웹앤미디어’는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 등 다수의 중증 장애인이 

모든 사람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

성 개선 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2. 외식서비스 분야에서는 일본과 프랑스에

서 디즈니랜드에 장애인 캐스트를 채용하여 이들이 메일서비스, 마킹, 세탁, 이

발, 마사지, 유실물관리, 안경세척, 주방보조, 화훼재배 등의 업무를 하게 하고 

있다. 독일의 ‘슈타트하우스 호텔’은 지적장애인 부모가 지역 기관과 연계해 설

립한 호텔로 장애인을 고용하여 고객안내, 객실청소, 세탁관리, 아침식사 준비 

등 전 영역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분야의 사례로 미국 

‘코누코피아’는 정신장애인이 동료를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있다. 

일본은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장애인이 직접 담당하게 하고 있으며 ‘커뮤니

티 키친 포란’은 장애인과 은둔형 외톨이, 실업청년, 시니어가 일할 수 있는 도

시락 및 반찬 판매점이다. 

여성장애인 장애유형·정도별 직종 개발 시급

중증·최중증은 보호작업장 활용, 경증은 자립 가능한 업종 제시

이 연구에서 국내외 사례 조사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제공이 가능하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직업군을 제시해보면 

아래 [표 12]와 같다.

먼저 장애유형을 지적・발달장애, 지체・내부장애, 시각・청각장애로 구분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하였다.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본 결과, 경제활동이 가능한 

경증 여성장애인으로 제한하였다. 중증이나 최중증 여성장애인은 현재 운영 중

인 보호작업장을 활용하고, 경증장애인은 시장진입과 자립생활로 전환이 가능

한 업종을 제시하였다.   

 

2 http://skccblog.tistory.com/m/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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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지적・발달장애 지체・내부장애 시각・청각장애

중
증
도

경증

반려동물 사업, 
미용실, 농업,
노인 돌봄, 포장,
만화제작(색칠), 
제과제빵, 바리스타

바느질 등 부업,
반려동물 사업,
사무직원, 콜센터, 
쇼핑몰 운영,

애니메이션, 동영상 
제작

공공기관 안마사,
사무직원, 피부관리
애니메이션, 동영상 

제작

중증 보호 + 재활 목적의 보호작업장

최중증 보호목적의 보호작업장

[표 12]
장애유형에 따른 

적합직종

장애정도가 경증인 장애인에 적합한 직업의 내용과 사례는 [표 13]과 같다. 

구분 내용 사례

반려동물
사업

반려동물을 위한 미용, 호텔, 
데이케어(씻기기 등 돌봄), 
용품(옷 제작), 사료 등의 
서비스, 쇼핑몰 운영 등

성남시 반려견 호텔, PET 놀이터

미용실
여성장애인의 관심도, 
호응도가 높은 분야로 

미용실의 고객 응대 등의 역할
호산나대학 미용실 일자리 연계

노인돌봄

경증의 장애인이 중증 노인을 
돌보는 돌봄 사업으로 

시간약속 등이 철저한 자폐성 
장애에 적합할 수 있음

서울시 시범사업

농업 농작물 재배, 포장 및 판매

홀트 콩나물 물주기, 
말려서 차 만들기, 

성북장애인복지관(땅콩사업), 
동두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콩나물), 
애덕의 집(꽃차), 부천 상공 
새물자리(국수, 누룽지), 강남구 
일원동 장애인복지관(유자차)

문화산업
만화 색칠, 동영상 제작, 
애니매이션 작업 등

구로구립직업재활센터

바느질 
등 부업 지체 장애인, 내부 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가능

가톨릭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환자복, 수술복 등 
바느질과 세탁공장), 구리 

직업재활시설(파우치 제작 등), 

사무직원
도서관 사서, 사회복지시설 
회계직원, 문서수발실

안마사 시각장애인 안마사 공공기관 Health keeper

피부관리 청각장애인 
서대문장애인복지관
(농아인 얼굴마사지)

[표 13]
경증장애인에 적합한 
직업의 내용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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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장애인 1:1 욕구조사 후 교육기관 알선 등 지원 필요

서울시는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

으나, 현장 조사 및 선행연구 결과를 볼 때 서울시에서 직접 여성장애인을 위

한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시장성이 적고, 민간영역과의 충돌로 특정 

사업아이템을 정해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여성장애인들이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알선 및 제공하거나, 교육 기자재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할 것을 제안

한다. 즉 특수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이나 취업연령이 도래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1:1 욕구조사를 실시한 후, 욕구에 맞는 교육기관을 알선하여 수강료를 지원하

거나, 해당 교육기관이 여성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 관련 

시설을 대신 설치하거나, 노트북 등 직업교육을 위해 필요한 각종 기자재(보조

기구 및 점자컴퓨터 등) 등을 대여 또는 임대하여 여성장애인의 교육이 원활하

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장애인을 위해 행정지원이나 사무공간 지원, 3D 프린터 등을 구

입하여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예산이나 공간의 제약이 있을 경우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인큐베이팅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관

련 조직의 대략적인 조직도를 구상해보면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여성장애인
고용관련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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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교

육제공기관에 대한 발굴 및 관리/지원하는 부서로 나누어 운영할 필요가 있

다. 물론 이는 연구진의 의견이며, 해당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여성장애인 고용지원 전담기관 운영 바람직

서울시의 여성장애인 현황을 통해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보다 경제활동, 

교육수준, 경제적 지원 등에서 더 열악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내외 사

례조사를 통해 여성장애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기관 및 사

례들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장애인 정책에서 직업재활 정책은 자립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보호와 사회성 습득을 위한 과정으로 진행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사업은 없었으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사례들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화를 

위한 별도의 정책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기존의 방식으로 사업 아이템을 정하여 직업재활시설을 민

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여성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교육이

나 취업을 알선하고 여성장애인이 직장생활이나 교육에 지장 받지 않도록 기

자재나 주변 장애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만

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을 알선하는 기관에 대한 필요성에 회의적인 시각

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초고령사회를 맞아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감소하

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도 경제활동을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장애인 인력 활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 작업을 

통해 조직과 역할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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