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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삶
의 만족도와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문헌연구를 통해 주요 변수로 인구사회적
인 요인, 경제적요인, 사회적요인, 신체·심리적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분석에는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 중 여성 고령장애인 1,397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여성 장애인의 삶의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다. F/t검증에서 유배우 유무, 장애등급,
주택소유형태는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회귀분석에서도
주택소유형태를 제외한 유배우 유무, 장애등급은 하위변인들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
속적인 영향력을 유지했다. 둘째, 신체·심리적 요인인 평소일반적인 건강상태, 일상생
활도움정도, 가족관의 관계만족도, 친구들 수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셋째, 사회적 요인인 여가 활동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혼자외출여부, 지난 1년간 외출정도, 본인이 느끼는 차별정도는 F/t
검증에서 삶의 만족도 차이가 확인했지만 회귀분석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충분히 설명
해 주지 못했다. 넷째, 경제적 요인에서는 느끼는 소속계층, 살고 있는 집 만족도는
여성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반면 취업유무,
월평균총가구소득은 F/t검증에서 삶의 만족도 차이를 확인했지만 회귀분석에서는 삶
의 만족도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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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에 들어서 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
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인구구조가 고령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평균수
명의 연장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왔는데,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8%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후 2050년도에는 38.2%로
늘어나 세계평균 16.2%보다 두 배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2050
년에는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가 14.5%로 크게 늘어나 선진국의 9.4%를 크게 상
회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09). 또한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36.1%, 50～64세가 32%를 차지하고
있어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인구 고령화 사회로 진입
함에 따라 장애인도 고령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
고 있다(변용찬 등, 2009).
노년기는 통합의 시기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만족감을 느끼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절망감을 느끼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계층에 비해 고령자의
삶의 만족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도 최근에 들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고령장애인 중에서도
여성 고령장애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여성 고령장애인은 고령, 성
별, 장애라는 삼중 장벽으로 인해 사회적 불이익을 겪는 대표적인 집단이다. 여
성 고령장애인의 경우 성적인 차별과 자녀의 출산과 육아 및 가사노동으로 인한
특유의 건강문제와 신체적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비장애 여성이나 장애인
보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성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
도와 관련된 연구는 여성 고령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
료 제공과 아울러 현재의 복지 실현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연구는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제한적이다. 이러한 이유는 지금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이론이나 모델이
확립되지 않았고 이 분야의 연구가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비해 아
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Bramston, 2002).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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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나 현황에 관한 연구(이선영, 2004; 진기남, 송현종,
1999), 둘째, 개별 프로그램이나 치료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에 관한 연구(한경임, 2001), 셋째,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권기덕, 2005; 김봉선, 2007; 백은령, 2003; Bishop & Feist-Price,
2002)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들은 주로 초기연구로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비장애인에 비해 취약하다
는 문제를 제기하고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전체장애인 삶의 만족도와 관
련된 현상이나 실태를 분석하는데 그쳐 특정 계층인 여성 고령장애인에 대한 관
련 요인들 간의 관계를 고려한 여성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지각하는 안녕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개념이다. 특히 우리사회가 여성, 고령, 장애에 부정적
인데, 이중 여성 고령장애인은 이런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계층
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위해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55세
이상 여성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였다. 삶의 만족도 예측요인으로는 기존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요인을 종합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신체·심리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종속변수를 삶의 만족도를 설정하고 이들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여성
고령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
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고령자의 개념과 범위
고령자 개념은 크게 생물학적 기준, 심리학적 기준, 사회학적 기준, 생활연령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차의 영향이 적은 연대기적 기준을 따르
는 역연령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윤가현, 1999). 그러나 법률에서는 연령의 기준
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법」에서는 60세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
- 25 -

발달장애연구(제16권 제2호, 2012년도)
서는 40세 이상을 「노인법(The Olden American Act: OAA)」과 「직업훈련
협력법(The Job Training Partnership Act: JTPA)」에서는 55세를 고령자로 정
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령자의 연령 기준은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55세 이상을 여성 고령장애인으로 정의하였다.

3. 장애인구의 특성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장애인구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중
남자 58.6%, 여자 41.4%로 남성이 다소 높았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여자
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55세 이상의 경우 남성 54.3%, 여성 45.7%이며,
65세 이상은 남자 49.9%, 여자 50.1%로 여성 고령장애인 인구가 남성 고령장애
인 인구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55세
이상 전체 고령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1.3%인데, 이중 여성 고령장애인은
22.7%로 남성고령장애인 77.2%에 비해 3배가량의 차이를 보일 정도로 여성 고
령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4.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은 다차원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
나 삶의 만족도 개념이 일반화된 것은 Neugarten등이 활동이론과 분리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후 현재까지 삶의 만족도라는 개념은 사기, 행복감, 심리적 안녕상태 등의 용어
와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의 문제는 중요하다(권중돈, 조주연, 2000). Diener 등(1999)에 따르면 주관적인
안녕이나 행복은 둘 다 감정적이고 인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감정적인
요소는 개인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경험들로 구성된다. 또한 삶의
만족도는 더 폭 넓은 인지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박자경, 2009, 재
인용).
곽인숙(2010)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란 인간이 심리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 느
끼는 느낌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환경적 요인과 과거․현재는 물론 미래 차원까
지 포함하여 생활역사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생활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을 느
끼는 주관적이며 복합적인 감정” 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삶의 만족도란 인간생활의 객관적조건과 주관적 심리상태를 모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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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라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만큼 삶의 만족도는 국가 또는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경험하는 사회적 조건과 같은 객관적인 요소뿐만 아니
라 개인의 욕구 수준에 따라 다양한 주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의 척도 구성을 위한 합의된 원칙을 도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5.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장애는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연구들은 장애가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지금까지의 장애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1990년
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측
정하기 위한 개념과 지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미숙, 2001), 장애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 관련요인을 밝히는 연구(김계하, 2005; 백은령, 2003; 양희
택, 서대석, 2011; 이영미, 2011),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박자경,
2009; 백은령, 2003; 이지수, 2007)등이 있다.
특히 최근 재활분야에서 삶의 만족도에 주목하는 것은 삶의 만족도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결과물의 성격을 가지므로 신체적인 기능 향
상이나 다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상위의 개념으로 인식되기 때문
이다.

6.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교육, 결혼, 주거와 관련된 연구들이 있
다. 학력은 사회적 지위, 경제 수준과 관련하여 생활만족도에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고 있어 학력이 높은 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곽인숙, 2010; 권중
돈, 조주연, 2000). 그러나 정명숙(2007)의 연구에서는 학력은 전반적인 생활만족
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학력의 영향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결혼 상태나 배우자 유무 또한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인숙, 2010; 김미령, 2008; 김미옥, 2003). 주택의
소유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곽인숙, 2010)와 유의미하지 않다는
(임우석, 2009) 상반된 연구가 있다.
둘째, 신체·심리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건강, 일상생활도움정도, 가족과의 관계,
- 27 -

발달장애연구(제16권 제2호, 2012년도)
친구들 수와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 고령자의 건강수준과 관련한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고령자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수준이 높으
나, 일상생활동작능력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기능적 장애
는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건강상태는 남
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 결정에 있어 많은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권중돈, 조주연, 2000). 건강상태는 기능장애와 질
병유무로 측정하는 객관적 건강상태와 신체적 건강에 대해 개인 스스로 판정한
주관적 건강상태로 구분되며, 연구 결과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거나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진양(2007)은 객관적인 건강상태
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고령자의 객관적 건강상태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원배, 2009; 이동호, 2010)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상생활 도
움정도와 관련해서는 도움 정도가 낮을수록 삶의 질이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권오균, 2008; 박자경, 김종진, 2009). 사회적 지지의 기능은 크게
고령자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느낌을 제공하는 ‘정서적지
지’, 여가시간을 보내고 단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방문, 오락 등의 활동을 함께
하는 ‘사회 활동적지지’ 경제적 도움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구적지지’ 의 세
측면으로 구성된다(최정아, 서병숙, 1992).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고령자에게 실
질적인 도움인 도구적 지지가 중요한데, 도구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마음이
편안하여 건강상태가 향상되며, 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외롭거나 고독감도 감소
한다(이혜자, 김윤정, 2004, 재인용). 가족은 고령자에게 중요한 심리적, 사회적
부양을 제공하며 몸이 아프거나 불편할 때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삶의 만족은 그 가족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결혼한 자녀와 함께 사는 고령자가
가장 높은 안정감을 가지며, 또한 큰 만족감을 주는 것은 그들의 자녀와 손자녀
이다(유영주, 1999). 친구의 수와 만나는 정도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김원배, 2009; 박순미, 2010).
셋째, 사회적 요인은 외출, 여가, 차별과 관련되어 있다. 고령자들은 사회참여를
통하여 소속감이나 성취감, 상호작용, 성장 등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김양
명, 오석연, 2008).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연구에서 사회참여는 장애인의 삶의 만
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노승현, 2007; 백은령, 2003;
이지수, 2007). 외출 빈도 또한 노화에 따른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다(이중섭, 2010). 활동과 관련하여 고령자의 여가활동, 봉사활동은 삶
의 만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인숙, 2010,). 장애인에 대
한 차별경험이나 부정적인 태도는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밝혀졌다(이선영, 2004; 이정순, 2006).
넷째, 경제적 요인은 취업, 소득, 계층, 주거 만족과 관련되어 있다. 노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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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일은 삶의 질을 향상과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일은 개
인에게는 자아를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녀의 결혼, 배우자 사망,
퇴직 등 여러 가지 상실을 통해 겪게 되는 노년기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
회를 주기도 한다. 또한 경제활동 중 일은 인간에게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을
부여해 준다. 이처럼 역할을 상실한 고령자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는 노후 생활
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시키며, 생
산적 활동과 사회참여를 통한 의미 있는 역할 수행에 대한 자부심, 유용감, 자아
정체감 등을 갖게 해준다. 취업고령자의 경우 미취업고령자에 비해 자아존중감,
가족관계, 대인관계, 경제상태 영역에서 삶의 질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수봉, 2010; 이지현 등, 2008). 가구소득은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곽인숙, 2010; 임우석, 2009). 한편 Diener, Horwitz와 Emmons
(1985)는 경제수준과 삶의 만족도 및 행복감의 연구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비교
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박자경, 2009,
재인용). 집구조의 편리함이 정도는 노화에 따른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이중섭, 2010), 주거환경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수봉, 2010).
이처럼 삶의 만족도는 여러 가지 요인이 개입되는 매우 복잡한 개념이다. 더욱
이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관련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에(Bretscher et al., 1999; Devlieger, 1999) 장애와 관련 또는 장애로 인한 다
양한 요인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중요하
게 다루고 있는 인구사회학적인 요인, 신체·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
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2008년 장애인실태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전수조사로서 2008
년 9월 6일에서 11월 30일까지 총 7,000명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완료 하였으며
일반특성, 신체적 특성, 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 복지서비스 등을 파악하는 패
널조사이다. 본 연구는 전체 응답자중 55세 이상 여성 고령장애인 1,397명을 대
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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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도구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표 Ⅱ-1>과 같다.
<표 Ⅱ-1> 주요 변수
구분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변수

측정

배우자유무

0=배우자 없음, 1=배우자 있음

장애등급

1-6급 (1급에 가까울수록 장애정도가 중증 임)

주거상태

0=자가 외, 1=자가
1=매우나쁘다, 2=약간나쁘다, 3=보통이다, 4=약간

평소 일반적인
건강상태

좋다, 5=매우좋다
1=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필요, 2=대부분 남의

신체․ 심리적

일상생활도움정도

도움필요, 3=일부남의 도움필요, 4=대부분의 일상
생활 혼자함, 5=모든 일상생활 혼자함

요인
가족관의 관계 만족도
친구들의 수 만족도
혼자외출여부

독립
변수

여가활용방법

1=매우만족한다, 2=약간만족한다, 3=보통이다, 4=
약간불만족한다, 5=매우불만족한다

1=100만원미만, 2=100-200만원미만, 3=200-300
만원미만, 4=300만원 이상

느끼는 소속계층

하층=0, 중․상층=1

살고 있는 집 만족도
전반적인 삶 만족도

1-3회, 4=주1-3회, 5=거의매일

0=미취업, 1=취업

월평균총가구소득

삶의 만족도

1=전혀 외출하지 않음, 2=1년에 10회 이내, 3=월

느끼지 않는다, 5=전혀느끼지 않는다

취업여부

변수

4=약간만족한다, 5=매우만족한다

1=항상느낀다. 2=가끔느낀다, 3=보통이다, 4=별로

본인이 느끼는
차별정도

종속

1=매우불만족한다, 2=약간불만족한다, 3=보통이다,

0=낮은수준의 여가활동, 1=높은수준의 여가활동

문화여가 활동 만족도

경제적요인

4=약간만족한다, 5=매우만족한다

0=혼자외출 가능하지 않음, 1=혼자외출가능

지난 1년 간 외출정도
사회적요인

1=매우불만족한다, 2=약간불만족한다, 3=보통이다,

1=매우불만족한다,

2=약간불만족한다,3=보통이다,

4=약간만족한다, 5=매우만족한다
1=매우불만족한다, 2=약간불만족한다, 3=보통이다,
4=약간만족한다, 5=매우만족한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1,397명이다. 자료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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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S Win 18.0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신체·심리적 요
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
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평균의 차이 또는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t-test,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의 사후검증, 상관관계분석을 실
시하였다. 또한 각 독립변수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본
연구의 최종 목적 달성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55～65세 미만 여성 고령장애인은 485명(34.7%)
이며, 65세 이상 912명(65.3)% 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유배우 637명(45.6%),
사별 657명(47.0%), 이혼 54명(3.9%), 미혼 35명(2.5%), 별거 14명(1.0%)으로 나타
나 고령으로 인하여 사별인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
정도는 초졸 623명(44.6%), 무학 492명(35.2%), 중졸 157명(11.2%), 고졸 105명
(7.51%), 초대졸 이상 20명(1.4%) 순으로 나타나 초졸 이하 학력의 비중이 79.8%
에 이르고 있었다. 장애등급은 3급 334명(23.9%), 2급 259명(18.5%), 4급 251명
(18.0%), 5급 240명(17.2%), 1급 189명(13.5%), 6급 124명(8.9%)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 형태로는 자가 871명(62.3%), 자가 외 526명(37.7%)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연령에서는 65세 이전과 65
세 이상 여성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배우자 유
무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 =3.941, p＜.001). 학력에서는 무학(2.71), 초졸(2.76), 중졸(2.78), 고졸(2.90), 대졸
(2.88)로 나타나 저학력에서 고학력으로 갈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아지는 양
상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장애등급에서는 6급 장애의 삶의 만
족도 수준(3.0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급, 4급, 3급, 2급, 1급 순으로 나타났으
며, 사후검증 결과 장애등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 =8.875, p＜.001).
주거상태에서는 자가(2.87)가 자가 외(2.58)에 비해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 =5.63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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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삶의 만족도 평균차이
구분
연령
유배우

인구

교육정도

사회
학적
요인
장애등급

주거상태

표준

N(%)

평균

55-64세

485(34.7)

2.76

편차
.939

65세 이상
있음

912(65.3)
637(45.6)

2.76
2.86

.889
.905

없음
무학

760(54.4)
492(35.2)

2.67
2.71

.899
.869

초졸

623(44.6)

2.76

.890

중졸
고졸

157(11.2)
105(7.5)

2.78
2.90

.922
1.06

대졸 이상
1급
2급

20(1.4)
189(13.5)
259(18.5)

3.10
2.43
2.70

1.25
.990
.917

3급

334(23.9)

2.76

.875

4급
5급

251(18.0)
240(17.2)

2.84
2.88

.862
.878

6급
자가

124(8.9)
871(62.3)

3.02
2.87

.836
.865

자가 외

526(37.7)

2.58

.946

2. 신체․심리적요인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F/t

P

-0.22

.983

3.941

.000***

1.672

.154

8.875

.000***

5.634

.000***

p<.05, **p<.01, ***p<.001

*

신체․심리적 요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평소 일반적인
건강상태, 일상생활도움정도, 가족관의 관계만족도, 친구들의 수 만족도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평소일반적인 건강상태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 =39.271,
p＜.001). 평소일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하여 매우 나쁘다, 약간 나쁘다고 응답한
여성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평소일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하여 약간 좋다,
매우 좋다고 응답한 여성 고령장애인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일상생활도움정도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 =23.331,
p＜.001). 일상생활도움정도에 대하여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필요, 대부분 남
의 도움필요로 응답한 여성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일상생활도움정도에 대
하여 대부분의 일상생활 혼자함, 모든 일상생활 혼자함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보
다 유의하게 낮았다.
가족과의 관계만족도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 =53.673,
p＜.001). 가족과의 관계만족도에 대하여 매우불만족, 약간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여성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가족과의 관계만족도에 대하여 약간 만족한
다, 매우 만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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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의 수 만족도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 =61.436,
p＜.001). 친구들의 수 만족도에 대하여 매우불만족, 약간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여
성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친구들의 수 만족도에 대하여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표 Ⅲ-2> 신체․심리적요인과 삶의 만족도 평균차이
구분

388(27.8) 2.39

약간 나쁘다

613(43.9) 2.75

.836

일반적인 보통이다

272(19.5) 3.07

.799

건강상태 약간 좋다

.755

일상생활

체

도움정도

심
리

인

표준

매우 나쁘다

신

요

평균

편차
.954

평소

적

N(%)

111(7.9)

3.29

매우 좋다
모든일에 남의 도움필요

13(0.9)
103(7.4)

3.46 1.127
2.15 .974

대부분 남의 도움필요

161(11.5) 2.46

.968

일부남의 도움필요

355(25.4) 2.76

.893

대부분 일상생활 혼자함 283(20.3) 2.82

.830

모든 일상생활 혼자함
매우 불만족한다

495(35.4) 2.95
67(4.8) 2.00

.844
1.06

153(11.0) 2.25

.700

보통이다

333(23.8) 2.58

.739

약간 만족한다

457(32.7) 2.84

.779

매우 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387(27.7) 3.16
188(13.5) 2.05

1.00
.932

약간 불만족한다

283(20.3) 2.52

.796

보통이다

372(26.6) 2.85

.646

약간 만족한다

365(26.1) 2.98

.830

매우 만족한다

189(13.5) 3.21 1.102

가족과의 약간 불만족한다
관계
만족도

친구들의
수만족도

F/t

P

39.271

.000***

23.331

.000***

53.673

.000***

61.436

.000***

p<.05, **p<.01, ***p<.001

*

3. 사회적 요인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사회적 요인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혼자외출여부, 지난 1년
간 외출정도, 여가활용방법, 문화여가활동만족도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혼자외출 유무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 =6.847, p＜.001). 혼자외출을 할 수 있는 여성 고령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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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외출정도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F =21.448, p＜.01). 전혀 외출하지 않음, 1년에 10회 이내, 월1-3회, 주1-3
회, 거의 매일 순으로 나타났으며 혼자외출을 자주하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유
의하게 높았다.
여가활용방법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 =6.020, p＜.001). 낮은 수준의 여가활동을 하는 여성 고령장애인 보다 높은 수
준의 여가활동을 하는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만족도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 =84.631,
p＜.001). 문화여가활동만족도에 대하여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문화여가활동만족도에 대하여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본인이 느끼는 차별정도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 =8.336,
p＜.001). 본인이 느끼는 차별정도에 대하여 항상 느낀다, 가끔 느낀다로 응답한 여
성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본인이 느끼는 차별정도에 대하여 별로 느끼지 않
는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 라고 응답한 여성 고령장애인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표 Ⅲ-3〉사회적요인과 삶의 만족도 평균차이
구분

평균

1066(76.3)

2.86

편차
.867

331(23.7)
25(1.8)

2.45
1.84

.963
.987

88(6.3)

2.42

.819

월1-3회

169(12.1)

2.59

.869

주1-3회

416(29.8)

2.64

.908

699(50.0)
984(70.4)

2.95
2.66

.859
.885

높은 수준의 여가활동
매우 불만족한다

413(29.6)
255(18.3)

2.99
2.05

.919
.959

약간 불만족한다

374(26.8)

2.65

.790

보통이다

549(39.0)

2.94

.659

약간 만족한다

170(12.2)

3.27

.889

매우 만족한다
항상 느낀다

49(3.5)
86(6.2)

3.53
2.63

1.10
1.014

혼자외출 예
여부

지난1년간
외출정도

사
회
적
요
인

아니오
전혀 외출하지않음
1년에 10회 이내

거의매일
여가활용 낮은 수준의 여가활동
방법

문화여가
활동만족도

표준

N(%)

본인이

가끔 느낀다

331(23.7)

2.60

.935

느끼는

보통이다

201(14.4)

2.62

.893

차별정도 별로 느끼지 않는다

490(35.1)

2.83

.896

전혀 느끼지 않는다

289(20.7)

2.95

- 34 -

.888

F/t

P

6.847

.000***

21.448

.000***

6.020

.000***

84.631

.000***

8.336

.000***

p<.05, **p<.01, ***p<.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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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적요인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경제적 요인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주간 일한 유무,
월평균총가구소득, 느끼는 소속계층, 살고 있는 집 만족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난 1주간 일한 유무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F =3.97, p＜.001).
월평균총가구소득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F =8.471, p＜.001). 월평균총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 200～300만원, 100～200
만원, 100만원 미만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총가구소득이 높은 여성 고령장애
인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느끼는 소속계층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 =9.661,
p＜.001). 중․상층이라고 느끼는 여성 고령장애인이 하층이라고 느끼는 응답자
보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F =50.796, p＜.001).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하여 매우불만족, 약간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여성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현재하고 살고 있는 일
에 대하여 약간만족한다, 매우만족하다고 응답한 여성고령자 보다 유의하게 낮
았다.
<표 Ⅲ-4> 경제적요인과 삶의 만족도 평균차이
N(%)
176(12.6)

평균
3.01

표준편차
.901

미취업
100만원 미만

1221(87.4)
687(49.2)

2.72
2.67

.902
.886

100200만원 미만

313(22.4)

2.75

.937

200-300만원 미만

180(12.9)

2.82

.855

300만원 이상
중․상층

217(15.5)
355(25.4)

3.01
3.15

.920
.882

소속계층 하층
매우불만족한다

1042(74.6)
68(4.9)

3.63
1.94

.877
.879

약간불만족한다

214(15.3)

2.40

.832

보통이다

374(26.8)

2.61

.770

약간만족한다

498(35.6)

2.91

.798

매우만족한다

243(17.4)

3.23

1.05

취업유무

구분
취업

월평균
경
제
적
요
인

총가구
소득
느끼는

살고 있는
집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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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3.97

.000***

8.471

.000***

9.661

.000***

50.796

.000***

p<.05, **p<.01, ***p<.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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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본 연구는 여성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분석을 위한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에 앞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을 통해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5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오차항의
독립성을 확인할 수 있는 Durbin-Waston 계수는 1.998로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차한
계는 모두 0.1이상의 수치를 보여 회귀분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표 Ⅲ-5>와 같다. 우선 모델Ⅰ에서는 유배우(.078), 장애등급
(.155), 주거상태(.120) 모두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
났다. 모델Ⅰ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p<.001), 본 모델
에 투입된 변수들은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의 5.2%를 설명하고 있다.
모델Ⅱ는 신체·심리적 요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으며, 모델Ⅰ에 비해 17.6%
더 설명하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 장애등급(.043), 주택소유형태(.050)
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모델Ⅰ에 비해 떨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고 유배우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심리적 요인
은 평소일반적인 건강상태(.210), 일상생활도움정도(.068), 가족관계 만족도(.260),
친구들의 수 만족도(.248) 모두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
타났다. 모델Ⅱ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p<.001), 본 모
델에 투입된 변수들은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의 22.8%를 설명하고 있다.
모델Ⅲ은 사회적 요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으며, 모델Ⅱ에 비해 12.5% 더 설
명하고 있다. 인구사회학적특성 중 유배우(.053), 주택소유형태(.055)은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모델Ⅰ에 비해 떨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영향력을 유
지하고 있었으나 장애등급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심리적 요인
인 평소일반건강상태(.159), 가족관계 만족도(.241), 친구들의 수 만족도(.161)는 여
전히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상생활도움정도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사회적요인 중에서는 문화여가활동만족도(.281)만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
났다. 모델Ⅲ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p<.001), 본 모델
에 투입된 변수들은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의 35.3%를 설명하고 있다.
모델Ⅳ는 경제적 요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으며, 모델Ⅲ에 비해 4.0% 더 설명
하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유배우(.047), 장애등급(.043)이 영향을 주는 변
수로 남아 있었다. 신체·심리적 요인은 평소일반적인 건강상태(.142), 일상생활도움
정도(.059), 가족관계 만족도(.192), 친구들의 수 만족도(.139)가 영향력 있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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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밝혀졌다. 사회적 요인 중에는 문화여가활동만족도(.281)가 모델Ⅲ에서와 마찬
가지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적 요인 중에는
느끼는 소속계층(.078), 살고 있는 집 만족도(.190)가 여성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
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밝혀졌고, 취업유무, 월평균총가구소득은 여성 고령장
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모델Ⅳ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p<.001), 최종설명
력은 39.3%로 나타났다.
<표 Ⅲ-5> 여성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회귀분석
Model Ⅰ

ModelⅡ

ModelⅢ

β(t)

β(t)

β(t)

ModelⅣ

구분

인구
사회학
적요인

심리적
요인

***

유배우

.078(2.898 )

.030(1.278)

.053(2.321 )

.047(2.136**)

장애등급

.155(5.896***)

.043(1.655*)

.029(1.154)

.043(1.758*)

주거상태

.120(4.468***)

.050(2.094**)

.055(2.431**)

.013(0.577)

***

건강상태
일상생활도움

.210(8.857 )
.068(2.511**)

.159(6.864 )
.041(1.335)

.142(6.269***)
.059(1.954*)

가족관계

.260(10.840***)

.241(10.365***)

.192(8.190***)

친구 수

.248(10.120***)

.161(6.495***)

.139(5.738***)

혼자외출

-.004(-0.135)

-.002(-0.055)

외출정도

.002(0.070)

.009(0.334)

.012(0.515)

-.004(-0.171)

사회적 여가활용방법
요인
문화여가만족

***

***

.281(11.402 ) .253(10.488***)

차별정도

경제적
요인

β(t)
**

.023(1.007)

.015(0.667)

취업유무

-.016(-0.727)

가구소득

.000(0.013)

소속계층

.078(3.162***)

집 만족도

.190(8.339***)

상수
R²
R²변화랑
수정된 R²

F

2.246
.052
.050
25.461***

.663
.228
.176
.285
80.362***

.397
.353
.125
.348
63.013***

p<.05, **p＜.01, ***p<.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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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하여 독립 변수로 인구사회적인 요인, 신체·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선행연구
들을 고찰하였다. 분석은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에서 여성 고령장애인을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여성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다. F/t검증에서 유배우 유무, 장애등급, 주택소유
형태는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회귀분석에서도 주
택소유형태를 제외한 유배우 유무, 장애등급은 하위변인들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유지했다. 이 같은 결과는 배우자가 있는 고령자가 배우자가
없는 고령자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들(곽인숙, 2010; 김미령, 2008; 김미
옥, 2003)과도 일치한다. 반면 주거상태는 t검증에서 자가와 자가 외의 생활만족
도 차이를 확인했지만 회귀분석에서는 주거상태는 삶의 만족도를 설명해 주지
못했다. 선행연구에서도 주거상태는 자가인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곽
인숙, 2010)와 주거상태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다(임우석,
2009)는 상반된 주장이 있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연령, 교육수준과 관련해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삶의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곽인숙, 2010; 권중돈, 조주연,
2000), 본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성 고령
장애인의 학력이 초졸 이하 79.8%, 고졸이상 8.9%로 여성 고령장애인의 교육수
준이 매우 낮은 실정이며 또한 여성 고령장애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여성, 장애인이라는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특성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신체·심리적 요인인 평소일반적인 건강상태, 일상생활도움정도, 가족관의
관계만족도, 친구들 수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
다. 이런 결과는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김원배, 2009; 이동호, 2010)와 일치하고 있다. 일상생활도움 정도 역시 낮
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권오균, 2008; 박자경, 김종진, 2009)
와 일치한다. 가족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김수봉, 2010; 이지현 등, 2008)와 친구들 수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라는 선행연구(권중돈, 조주연, 2000; 김원배, 2009; 박순미, 2010)와도
- 38 -

여성 고령장애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권재숙 김성진)
일치하고 있다. 일련의 결과는 신체적 장애가 중증일수록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삶의 전반에 있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바로 심리적인 것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게 된
다. 특히 고령일수록 신체적 기능의 저하, 배우자의 죽음, 퇴직, 자녀의 결혼 등
으로 고독감을 느끼기 때문에 가족 및 친구와의 사회적인 관계를 통하여 사회적
지지를 얻고 정서적인 안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며, 여성 고령장애인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요인에서는 여가 활동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는 선행연구(김수봉, 2010)와 결과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혼자외출여부, 지난
1년간 외출정도, 본인이 느끼는 차별정도는 F/t검증에서 삶의 만족도 차이를 확
인했지만 회귀분석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했다. 이러한 결
과는 혼자외출여부, 지난 1년간 외출정도, 본인이 느끼는 차별정도는 F/t검증에
서 모두 보통이하의 만족도를 보여 삶의 만족도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결과로 보여 진다.
넷째, 경제적 요인인 느끼는 소속계층, 살고 있는 집 만족도는 여성 고령장애인
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느끼는 소속계층이 높을수
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박자경, 2009)와 일치한다. 또한 주거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김수봉, 2010; 이중섭, 2010)와
도 일치하고 있다. 반면 취업유무, 월평균총가구소득은 F/t검증에서 삶의 만족도
차이를 확인했지만 회귀분석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고령장애인의 거의 절반이(49.2%) 월평균총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으며, 취업한 여성 고령장애인은
12.6%로 미비한 실정으로 인하여 삶의 만족도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결
과로 보여 진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여성 고령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일반적인 고령장애인과 차별화되어
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령이나 학력 등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
고령장애인의 경우 여성, 고령, 장애라는 복합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보다 이른 시기부터 삼중고의 어려움을 갖게 된다. 따라서 성적인
차별을 감안하여 생애 주기적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일상
생활 등의 신체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
기결정권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장애인의 권리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장애인에게는 선택 권리 주장 훈련이 적절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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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 결과 문화여가활동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
수이며, 가족관계, 살고 있는 집 만족도, 평소 일반적 건강상태, 친구들의 수 만족
도, 경제수준, 일상생활도움정도, 유배우, 장애등급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여성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참여 증진 방안이 우선적
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여가 시설 확충과 편의시설 등 시설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재활측면에서는 여성 고령장애인의 자조모임 조직
화 프로그램과 직업재활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장애인만 참여하는 자조모임만
강조될 경우 편협된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직업재활을 통
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된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여성 고령장애인의 특
성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으나, 응답자의 수가 현저하게 적어 통계적 분석에 한
계가 있었다.

- 40 -

여성 고령장애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권재숙 김성진)

참고문헌
곽인숙(2010). 예비노인과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 49(1),
107-120.
권기덕(2005). 장애인의 가족관계의 질과 삶의 질 간의 관계. 특수교육재활과학연
구, 44(4), 1-21.
권오균(2008). 장애노인의 삶이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 , 39,
7-32.
권중돈, 조주연(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녁학회 ,
20(3), 61-76.
김계하(2005). 지체장애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대한간
호학회, 35(3), 478-486.
김미령(2008).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한
국노년학 , 28(1), 33-48.
김미옥(2003). 장애노인의 특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 21,
73-97.
김수봉(2010). 노인의 생활만족도 개선을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 노인복지연구 ,
47(3), 95-111.
김양명, 오석연(2008).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와 교육․노동․복지 연계정책, 복지
상담연구 , 3(1), 1-23.
김원배(2009).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활동이론과 자원이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 39(3), 449-470.
김봉선(2007). 장애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 뇌성마비인의 환경적 특성과 사회적 참여
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 , 29, 5-28.
노승현(2007). 노화에 따른 지체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 모형구축 연구. 박사학
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순미(2010). 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특성비교. 노인복지연구 , 47(3), 137-160.
박자경(2009). 취업 장애인과 미취업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분석. 2009 상반
기 수시과제 자료집(pp. 68-95),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박자경, 김종진(2009).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 모형 분석. 재활복지, 13(1), 13-186.
백은령(2003).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환경요
인과 사회통합정도를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41 -

발달장애연구(제16권 제2호, 2012년도)
변용찬, 김성희, 윤상용, 강민희, 손창균, 최미영, 오혜경(2009). 2008년 장애인실태
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양희택, 서대석(2011). 임금근로 장애노인의 고용의 질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패널학술대회 자료집(pp. 247-27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유영주(1999). 여성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실태 조사 및 복지대책. 노인복
지연구, 5(1), 221-244.
윤가현(1999). Editorial Comment: 노인의 기준. 한국노년학연구 , 8, 3-4.
이동호(2010). 노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0(1), 93-108.
이미숙(2001). 고령자의 일상생활관련 신체기능의 특징 및 평가척도 작성. 한국체육
학회, 40(1), 601-613.
이영미(2011). 장애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 영향요인 연구: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간 비교를 중심으로. 장애인고용패널학술대회 자료집(pp. 229-246). 한
국장애인고용공단.
이선영(2004). 정신장애인이 지각하는 삶의 질 요인과 수준에 관한 연구. 행정논집 ,
31, 95-122.
이선영(2004). 생태체계관점에서 본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영향 요인 연구. 박사
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이정순(2006).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 석사학위논문, 전북대
학교 대학원.
이지수(2007).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 삶의 만족도 구조모형의 성별 비교. 한국사
회복지학 , 59(2), 89-114.
이중섭(2010). 장애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등록장애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 47, 187-212.
이지현, 강형곤, 정우식, 채유미, 지영건(2008). 취업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
향: 서울지역 남성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 28(1), 142-156.
이혜자, 김윤정(2004). 부부관계(사랑과 성)가 노년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
노년학, 24(4), 197-214.
임우석(2009). 사회적 자본과 노인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정명숙(2007).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학 , 37, 249-274.
진기남, 송현종(1999). 장애인의 삶의 질 실태. 장애인고용 , 31, 64-77.
최정아, 서병숙(1992). 도시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 12(1),
65-78.
- 42 -

여성 고령장애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권재숙 김성진)
최진양(2007). 노년기의 건강,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전북지역
농촌노인을 대상으 로.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한경임(2001). 중증 의사소통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방안.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
천, 2(1), 173-178.
통계청(2009). 한국통계월보.
Bishop, M., & Feist-Price, S.(2002).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 the rehabilitatio
n counseling relationship: strategies and measures. Journal of Applied Reha
bilitation Counseling, 33, 35-41.
Bramston, P.(2002). Subjective Quality of life: The Affective Dimensions. In E. G
ullone & R. Cummins (Eds.), The Universality of Subjective Welling Indica
tors(pp. 47-62).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Bretscher, M., Rummans, T., Sloan, J., Kaur, J., Bartlett, A., Borkenhagen, L., &
Loprinzi, C.(1999). Quality of life in hospice patients: A pilot study. Psychos
omatics, 40, 309-313.
Devlieger, P.(1999). Local Knowledge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Disability
Programs. In B. Holzer, A. Vreede & G. Weight (Eds.), Disability in differ
ent culteres: Reflections on local comcepts(pp. 169-177). New Brunswick :
Transaction Publishers.

원 고 접 수 일 : 2012. 04. 30
수정원고접수일 : 2012. 06. 27
게 재 확 정 일 : 2012. 06. 28

- 43 -

발달장애연구(제16권 제2호, 2012년도)
<ABSTRACT>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of
Older Disabled Women’s Life Satisfaction
Jae-suk Kweon*

Sung-jin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influence factors of old
disabled women’s life satisfaction. Refer to the advanced researches, main
factors are comprised of sociological population effect, economical effect,
social effect, and physical·psychological effect. The analysis of this study
was based on a survey of 1,397 older disabled women to figure out their life
satisfaction which is part of survey conducted with disabled people in 2008
The result of the study was as follows.
First, the major factor of influencing older disabled women is sociological
population effect. According to the F/t verification, existence of spouse, disability
class, and house ownership shows meaningful result. Also, regression analysis
determines that existence of spouse and disability class, except house ownership,
are still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despite the affect of sub-variables.
Second, physical·psychological effect which consist with usual health
condition, level of daily assistance, family relationship, and number of friend
are determined as life satisfaction factor of older disabled women.
Third, the more they satisfied with social effect such as avocation and
leisure activity, the higher the life satisfaction is brought out. However, F/t
verification determines that the other social effects like going out alone,
number of going out in the past year, and impression of discrimination
affects the life satisfaction, but regression analysis does not fully explain it
for older disabled women.
Fourth, in case of economical effect, economic class what they feel and
* Corresponding author: Vocation Evaluator,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jskm2000@hanmail.net)
** Director, Wanju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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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with house where they live influence life satisfaction of older
disabled women. However, status of employment and monthly family income
affects the life satisfaction in F/t verification, but not in regression analysis.
<Key Words> Older Disabled Women’s, Life Satisfaction, Survey Conducted
with Disabl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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