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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 장애인의 노후준비가 건강변화궤적에 미치는 영향*
이은실(국민연금연구원)
본 연구는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준비가 건강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장애인의
건강과 노후준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
널의 3~7차년도 자료와 3차년도의 부가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50세 이상 중고령 장애인 363
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고령 장애인의 건강수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였다. 건강의 초기값에는 성별, 취업상태, 장애등급, 장애유형이 영향을 미치고, 노후준비 요
인 중 정서 및 사회적 준비가 영향을 미쳤다. 변화율에는 성별, 장애유형이 영향을 미치고 노후
준비 요인으로는 경제적 준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노후준비와 건강증진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중고령장애인, 노후준비, 건강궤적, 국민노후보장패널, 잠재성장모형]

Ⅰ. 서론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장애인에게서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구 중 50세 이상 중
고령 장애인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50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비율은 2005년 62.3%에서 2017
년 77.1%로 크게 증가하였고, 65세 이상 장애인구도 2005년에 32.4%에서 2017년에는 46.7%로
현저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김성희·이연희·오욱찬·황주희·오미애·이민경·이난희·오다은·
강동욱·오혜경·윤상용·이선우, 2018). 중고령장애인은 장애와 노화의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는 취
약집단으로, 이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소득과 건강의 문제이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우
리나라 장애인은 국가와 사회에 대해 소득보장(41.0%)과 의료보장(27.6%) 요구가 가장 높았으
며, 50대 이상으로 한정하면 소득보장에 대한 요구는 41.7%로 유사한 수준이지만,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는 30.1%로 높아져 중고령 장애인에게 소득과 함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 있다(김성희 외, 2018; 이은실, 2018).
고령장애인의 삶에서 건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간과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 이유는 장애
인의 손상(impairments)을 건강이 나빠진 상태로 판단하거나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정적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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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conditions)로 보는 견해 때문이다. 장애인들은 손상을 가지고 그에 적응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체적 기능 쇠퇴나 이차상태(secondary condition)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
다고 가정한다(Jeppsson, Holme, Taghizadeh, & Whitaker, 2011). 때문에 장애가 곧 건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장애인을 이미 건강하지 않은 집단으로 여기기도 한다(이한나, 2013).
하지만, 건강은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조건일 뿐 아니라 능력(capability)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 존재
로 기능하기 위한 전제로 건강을 권리로서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신체적, 사회적 및 정신적 건강
에 대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Sacker, Ross, MacLeod, Netuveli, &
Windle, 2017).
고령장애인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들은 장애노인의 삶의 질이나 만족도에 관한 연구(김성희,
2016; 박주영·오혜경, 2013; 정덕진, 2014), 소득과 빈곤(노승현·백은령, 2012), 또는 장애노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Bigby, 2002: 양희택·신원우, 2011)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노년기의 생애 문제를 횡단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장애노인의 삶은
생애의 과정을 통해 누적되어 온 결과이며, 특히 건강문제는 노년기에 이르러 갑자기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생애 사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Lynch, Kaplan, & Shema, 1997; 유동철,
2016) 건강의 변화 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노후준비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요인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노후준비에 따라 노년의 생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노후준
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노년기 적응에 어려움과 박탈감을 경험하고 신체적·심리
적 건강이 악화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생존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Calasanti, 1996; 유지
연, 2016; 이계승·김동하, 2018). 따라서 노후준비는 단순한 수명연장이 목적이라기보다 의미 있
고 건강하게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박주영·오혜경, 2013; 유지연,
2016).
이처럼 노년기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중요해지면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는 노후준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 노년기는 생애 과정 상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시기이며, 장애와 노화의 어려
움을 이중으로 경험하기는 장애인의 노년은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
에서 장애인의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실제로 일부 선행연구들은 노후준비가 비장
애인 뿐 아니라 장애인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박주영·오혜
경, 2013; 유지연, 2016; 이문정·신은경, 2015; 이순희·김윤정 2014), 장애인의 노후 준비에 대한
연구들은 경제적 노후준비에 국한되어 있어(김승완·전지혜, 2016; 이계승·김동하, 2018) 신체적,
사회․정서적 준비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노후준비의 영향을 삶의 만족에만
한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중고령 장애인의 건강이 시간의 흐름이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차
이와 변화를 설명하는 노후준비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년기의 건강이 생애 사건의 영향
을 받는다는 점에서, 중고령 장애인의 초기 노후준비 수준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건강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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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경제적 노후준비에 국한하지 않고 정서 및 사회
적 준비와 신체적 준비를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통해 중고령 장애인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중고령 장애인의 건강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약 50.2%는 자신의 평소 건강
상태에 대해 건강이 ‘나쁘다’라고 평가하고 있어 보통(33.6%)이나 ‘좋다’는 응답(16.2%)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김성희 외, 2018). 이는 우리나라 일반국민의 18.4%만이 나쁘다고 평
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장애인의 건강상태가 나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생애 초기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생존율이 낮은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들
의 생존율과 수명이 증가하고(Putnam, 2002), 노화 과정에서 장애를 입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음
에도 중고령 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동안 장애인의 건강에 관한 연구
는 건강 불평등의 관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격차 또는 장애인 집단 내의 격차를 탐색하
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건강위험행동을 할 확률이 높은 반면 평균 입원횟수나 입원 일수 등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
근성이 낮아 2차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크고 전반적인 건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Cott,
1999; Havercamp, Scandlin & Roth, 2004; McDermott, Moran, Platt, & Dasari, 2007; Nosek,
Hughes, Swedlund, Taylor & Swank, 2003; 유동철, 2016). 그러나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이러한
건강 격차는 70대 이상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생애과정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다(유동철, 2016).
뿐만 아니라, 장애인 집단 내에서도 건강의 차이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빈곤 장애인의 문
제음주와 우울, 건강문제가 비빈곤 장애인보다 심각하게 낮은 상황이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상태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현수, 2011). 특히 중년기 이후에는
만성질환과 같은 신체적 건강상의 문제는 물론 우울과 고립감 등 정신건강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전해숙, 2014; 전해숙·강상경, 2013).
장애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상태가 좋을수록,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건강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취업상태가 장애인의 건강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
로 보고 되기도 한다(문성제·손민성·최만규, 2017; 유창민, 2016; 이계승, 2014; 전영환·남용현·류
정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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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의 노후준비
장애인의 평균 수명이 비장애인에 비해 짧은 것은 이미 알려져있다. 장애로 인한 합병증으
로 인해 장애 진단 후 조기에 사망하는 경향이 있었다(Sheets, 2005) 이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서 장애인의 노후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한 원인이기도 하다. 노후준비란 “노후에 필요한 자원
들을 마련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과 계획”(박창제, 2008)으로,
노후준비지원법에서는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노년기는 소득은 줄어드는 반면에 의료비와 생활비의 지출은
증가하기 때문에 노후 준비는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힌 연구들에 의하면 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따르 노후준비 정도와 양상이 달
라지는 것으로 보고된다(김승완·전지혜, 2018; 이계승·김동하, 2018; 석상훈·권혁창·송현주·이은
영·오지연·신혜리·김균희, 2011; 박창제, 2008). 자녀양육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자
녀가 성인기에 이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늦게 노후준비 시작하기도 하고 인생설계를 통해 경
제활동을 시작한 이후부터 꾸준히 노후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다(이계승·김동하, 2018). 실제로
연령에 따른 노후준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40대가 노후준비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늦은 경우에는 60대와 70대에도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창제,
2008).
노후준비가 노년의 삶에 갖는 의미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에게 모두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은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실은 노후를 대비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최성일·노승현·이의정, 2013; 김승완․전지혜, 2018).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수
준의 소득수준과 경제활동 참여율, 그리고 장애로 인한 의료비와 추가비용의 지출로 인해 노후
준비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조상은·이현주·이선화·이수연, 2016; 최성일 외,
2013). 이에 장애인의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들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승
완․전지혜, 2016; 유지연, 2016; 이계승․김동하, 2018).
김승완과 전지혜(2016)는 중고령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
색한 결과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노후준비 수준이 매우 낮아 노후 빈곤이 예상되며, 장애정도에
따라 노후준비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노후준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지었다. 이계승과 김동하(2018)는 종단연구를 통해 장애인의 노후준
비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유형을 확인하고 그 유형을 예측하는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여 교
육, 배우자 유무, 장애유형과 정도, 소득, 취업상태, 주택 소유상태, 일상생활능력, 기초생활 수급
여부, 사회경제적 수준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들 연구는 그동안 노후준비의 대상에서 다루어
지지 못했던 장애인의 노후 준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노후준비를 통해 장애인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노후준비를
경제적인 측면에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유지연(2016)은 경제적 준비 뿐 아니
라 신체적, 사회적 준비로 노후준비의 개념을 확대 적용하고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
향력을 검증하고 있어 장애인의 노후준비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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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와 건강에 관한 연구는 성공적 노화의 관점에서 시도 되어 왔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영향을 검증한 연구는 드물다. 김명일 외(2013)는 노후준비가 노년기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건
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신체적, 심리사회적 노후준비가 주관적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밝히고 있어(김명일·이상우·김혜진, 2013) 노후준비요인이
중고령 장애인의 건강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중고령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Korean
Retirment & Income Study)데이터를 이용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조사로, 만 50세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와 그 가구
에 속하는 만 50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2005년 1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홀수 연
도에 본조사를 실시하고, 짝수 연도에는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준비와 건강의 변화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국민노후보장
패널 3차~7차 본조사 데이터와 노후준비 관련 사항이 조사된 3차 부가조사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차 조사 당시 “의사로부터 장애진단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을 장애
인으로 정의하고,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선택하였고, 이 중 장애를 진단 받은 시기가 75세 이후인 자
를 제외하였다. 노년기에 대한 구분은 75세를 기준으로 전기노년기와 후기 노년기로 구분하기도 하
는데, 75세 이후에 발생한 장애는 노화에 의한 장애일 가능성이 높아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생애의
기간이 짧아 장애인의 삶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후준비는 노년에 이르기
전에 노후의 삶을 대비하는 것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시기를 판단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
었다. 박창제(2008)는 노후준비 시기가 늦은 경우에는 70대에도 노후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
고하여, 본 연구 대상은 50-79세의 중고령 장애인으로 한정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중고령 장애인
363명이다.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중고령 장애인의 건강변화 궤적을 살펴보고, 노후준비 변인이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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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3. 측정도구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장애인의 신체적 건강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귀하의 신체적 건강 상
태는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매우 좋지 않다(1)에서 매우 좋다(5)의 5점으로
측정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한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인과 예측변인은 3
차 년도를 기준으로 투입하였으며, 예측변인의 지연효과(lagged-effect)를 파악하기 위해 잠재성
장모형에서는 4차 년도를 0으로 코딩하여 초기값을 설정하였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통제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장애특성을 포함하고, 예측요인으로 노후준비
요인을 포함하였다. 독립변수는 3차 년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장애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성별은 남자=1, 여자=0으로 코딩하였고, 최종학력은 ‘0=무학’, ‘1=초등학교
’, ‘2=중학교’, ‘3=고등학교 이상’으로 재코딩하였다. 경제활동 참여 상태는 취업=1, 미취업=0으로 코딩
하였다. 소득은 가계총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보정한 가구균등화소득을 자연로그 변환하여 사
용하였다. 장애등급은 1-6급1)으로 조사한 장애등급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장애등급이 작을수록 중증
장애를 의미한다.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를 신체장애(=1)와 그 밖의 장애(=0)로 코딩하였다.
1) 2019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장애인등급제폐
지 이전에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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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후준비2)
본 연구에서 노후준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노후보장패널 3차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3차
부가조사에서는 본조사와는 달리 모든 응답자에게 경제적 준비, 정서 및 사회적 준비, 신체적 준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준비, 정서 및 사회적 준비, 신체적 준비 정도
를 각각 5점 리커트 척도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경제적 준비에서 무응답이 많은 2개의 문항을 제외
한 8개 문항과 정서 및 사회적 준비 10문항, 신체적 준비 10문항 등 모두 28문항을 이용하였으며, 노
후준비 하위 영역별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영역별 척도의 신뢰도는 경제적 준비 Cronbach’s α=
.69, 정서 및 사회적 준비 Cronbach’s α= .82, 신체적 준비 Cronbach’s α= .79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주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ing)분석을
활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시간에 따른 개인의 변화와 그 변화의 개인 간 차이를 설명하는 예측요
인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연구방법이다(Duncan, Duncan, & Strycker, 1999).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기에 앞서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
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의 정규성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였다. 잠재성장모형 분석에서는
FIML(완전정보최대우도법,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패널 자
료는 표본의 탈락으로 인한 결측치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데, 결측치는 분석결과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FIML 추정방법은 자료에 결측치가 있더라도 분석에 모두 포함 가능하며, 다른 결측치 처리
방법에 비해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 보다 정확한 추정방법으로 알려져 있다(Arbuckle, 1996;
조혜정․서인균, 2012).
잠재성장모형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하였다. 먼저, 중고령 장애인의 건강변화궤적을 추
정하기 위해 무조건부 모형(unconditional model)을 설정하여 분석한다. 무조건모형과 선형모형을 비
교하여 중고령 장애인의 건강 변화궤적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분석모형을 결정하고, 이후 모형의 적합
도를 판단하여 양호하게 나타나면 개인 간 초기값과 변화율의 변량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한 후 공
변량 변수들을 투입하여 조건모형을 분석한다. 모형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카이제곱통계량,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esidual) 등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카이제곱 통계량은 카이제곱 값이 작고 확
률값이 크면 모델이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반대로 카이제곱 값이 크고 확률값이 작으면 모델이 적합
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카이제곱통계량은 표본 수의 영향을 크게 받아 모형과 자료의 불일치
를 과도하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표본의 크기에 덜 민감하여 카이제곱 통
계량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RMSEA, CFI, TLI 등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였다(배병렬,
2014).3)
2) 노후보장패널 본조사에서 노후준비와 노후생활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으나 경제적 준
비여부만을 조사하고 있고, 현재 노후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3차 조사대상과 4차
이후의 조사대상이 달라 패널 분석의 중요한 변수로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본 연구에
서는 노후시기 해당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노후준비 관련 사항이 조사된 3차 부
가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3)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보며, .05～.08 이하이면 적합한 수준이라고 해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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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중고령 장애인의 건강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Korean
Retirment & Income Study)데이터를 이용하였다. 3차～7차 본조사 데이터와 노후준비 관련 사항이
조사된 3차 부가조사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표 1>은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중고령장애인의 특성은 장애를 입은 시기에 따라 다
를 수 있으므로, 50세를 기준으로 중년 이전 장애발생 집단과 중년 이후 장애발생 집단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중년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중고령장애인의 평균연령은 62.87세이고, 중년 이후에 장애가
발생한 중고령 장애인의 평균연령은 69.09세로 중년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집단의 연령이 더 낮았다.
중년 이전 장애발생 집단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았고, 중년 이후 장애를 입은 집단은 여성이
더 많았으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교육수준은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중
년 이후 장애발생 집단에서는 무학이 23.1%로 중년 이전 장애발생 집단에 비해 높았고, 고등학교 이
상 고학력자의 비율도 중년 이후 장애발생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전체
연령
평균(sd) 67.49(7.361)
여성
173(49.3)
성별
남성
184(50.7)
무학
81(20.3)
초등학교 167(41.9)
교육수준
중학교
66(16.5)
고등학교이상 85(21.3)
취업
93(25.8)
취업상태
미취업
259(74.2)
가구소득(만원) 평균
215.47
1급
23(8.4)
장애등급
2급
44(17.2)

중년이전
장애발생
62.87(6.92)
46(41.8)
14(58.2)
13(12.5)
48(46.2)
23(22.1)
20(19.2)
36(35.6)
65(64.4)
206.12
11(14.1)
17(23.1)

중년이후
장애발생
67.55(5.54)
152(51.2)
145(48.8)
68(23.1)
119(40.3)
43(14.6)
65(22.0)
60(23.6)
194(76.4)
216.39
12(6.4)
27(15.1)

(n/%)
t/F
-5.270***
2.815
8.782***
5.689*
.601
24.152***

다. CFI와 TLI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본
다(배병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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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4급
5급
6급
장애유형4) 신체장애
기타
장애기간
평균(sd)
경제적 준비 평균(sd)
정서 및 사회적 평균(sd)
준비
신체적 준비 평균(sd)
*p<.05, **p<.01, ***p<.001

58(21.2)
50(18.5)
47(17.8)
46(16.8)
210(71.4)
84(28.6)
8.43(11.42)
2.11(.548)
2.61(.760)
3.57(.593)

25(32.1)
11(14.1)
9(11.5)
3(5.1)
59(75.6)
19(24.4)
19.62(15.68)
2.224(.555)
2.651(.814)
3.592(.681)

33(17.4)
39(20.1)
38(20.1)
43(21.0)
151(70.0)
65(30.0)
3.98(3.88)
2.061(.545)
2.611(.749)
3.568(.562)

.923
10.89***
2.656***
.461
.366

중년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집단에서 취업자의 비율은 34.6%로 중년 이후 장애발생 집단
22.7%에 비해 높았다. 중고령 장애인의 평균 가구소득은 약 209만원이고 집단 간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장애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중년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집단에서는 3급(32.1%), 2급(23.1%),
1급(14.1%)으로 중증장애의 비율이 높았으나, 중년 이후에 장애가 발생한 장애인의 60% 이상이
4급～6급의 경증장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은 신체 외부장애(지체장애, 뇌병변장
애)가 각각 75.6%와 7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장애유형에 응답하지 않은 비율이 높아 해
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대상 중고령 장애인의 평균 장애기간은 8.43년으로 조사되었
으며, 중년 이전 장애발생 집단(20.45년)과 중년 이후 장애발생 집단(3.98년)에서 집단 간 장애기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수준은 경제적 준비 수준이 가장 낮았고(평균 2.11점), 정서 및 사회적 준비(평균
2.61점), 신체적 준비(평균 3.57점) 순으로 노후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전체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와 비교하면 중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준비 수준이 대체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석상훈 등(2011)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적 준비 수준은 2.36점, 정서 및 사회적 준
비 2.90점으로 본 연구의 중고령 장애인에 비해 높았으며, 신체적 준비(3.51점)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장애발생 시기에 따른 노후준비 수준을 비교해보면 중년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집
단의 경제적 노후준비수준이 평균 2.22점으로 중년 이후에 장애가 발생한 집단(평균 2.06점)보
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정서 및 사회적 준비, 신체적 준비에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2>는 종속변수인 건강상태의 연도별 기술통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중고령 장애인의 건
강상태는 4차에 2.45점에서 7차에는 2.40점으로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연도별 건강상태
4) 장애유형에 대한 무응답 비율이 29.7%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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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왜도와 첨도가 각각 절대값 3이하, 8이하로 나타나 정규분포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2> 건강상태의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건강상태 4차

2.45

.971

.202

-.916

건강상태 5차

2.38

.910

.512

-.239

건강상태 6차

2.39

.998

.289

-.571

건강상태 7차

2.40

.915

.060

-.806

2. 건강변화궤적
중고령장애인의 건강 변화궤적을 확인하기 위해 무조건모형을 설정하였다. 건강의 변화궤적
을 추정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중고령장애인의 건강 변화 궤적은 선형으로 변화하는
것을 가정한 모형이 χ²통계량과 RMSEA 지수가 보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변화 모형
에 비해 TLI와 CFI 지수가 향상되어 모형 적합성을 확보하였다.
<표 3> 무조건모형 적합도
χ²

df

p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15.896

8

.044

0.953

0.962

0.064

선형변화모형

7.702

5

.173

0.975

0.988

0.036

<표 4>는 건강의 변화궤적을 추정한 결과이다. 초기값의 평균은 2.417이고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p<.001). 변화율의 평균은 -.018(p<.10)이었으며 중고령장애인의 건강수준은 매년
0.018씩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기값의 변량( .371, p<.001)과 기
울기의 변량( .036, p<.01)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상태의 초기값과 변화율
에서 개인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건부 모형을 통해서 초기값과 기울기를 설명
하는 예측변수를 투입하여 변화궤적을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 장애인의 건강
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장애특성과 함께 노후준비요인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
고자 한다. 한편,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변량은 –.040으로 초기의 건강 수준이 높은 사람의 건
강 수준이 느리게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므로 해석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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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표 4> 건강상태 변화궤적
평균(Mean)

변량(Variance)

Estimate

S.E

Estimate

S.E

초기값(Intercept)

2.417

.044***

.371

.066***

변화율(Slope)

-.018

-.011+

.036

.014**

초기값-변화율 공변량

-.040(.026)

+p<.10 *p<.05, **p<.01, ***p<.001

3. 중고령장애인의 건강 변화 궤적 예측
중고령장애인의 건강 상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을 포함한 조건모형을 분석한 결
과는 <표 5>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는 χ²=27.2932(df=23, p=.244)으로 적합성이 확보되었고, 다
른 적합도 지수도 CFI=.993, TLI=.971, RMSEA=.023로 나타나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속
하였다. 중고령 장애인의 건강 변화 예측 모형은 초기값 변량의 12.1%를 설명하고 변화율 변량
의 39.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통제변수로 투입한 성별, 교육수준, 취업상태, 월평균 소득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성
별(β=.126, p<.10)과 취업상태(β=.38, p<.001)가 중고령장애인의 건강상태의 초기값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 남성의 건강 초기값이 높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건강 초기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다른 사회경제적 변인은 건강의 초기값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장애특성에 따른 건강의 초기값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장애등급과 유형이 중
고령 장애인의 건강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가 경미할수록 건강의
초기값이 높고(β=.228, p<.01), 신체적 장애가 아닌 그 밖의 장애를 가진 경우에 건강의 초기값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β=-.262, p<.001).
중고령 장애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노후준비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경제적준비와 신
체적 준비 수준이 건강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서 및 사회
적 준비수준이 건강의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06, p<.01). 정서
및 사회적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중고령 장애인의 건강 초기값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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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건강 변화궤적의 예측요인 추정치
모수

beta

SE

p

성별

→ 건강상태 초기값

.126

.09

.083

교육수준

→ 건강상태 초기값

.011

.039

.884

취업상태

→ 건강상태 초기값

.38

.103

.000

소득

→ 건강상태 초기값

.104

.035

.156

장애등급

→ 건강상태 초기값

.228

.032

.005

신체장애여부

→ 건강상태 초기값

-.262

.085

.000

경제적준비

→ 건강상태 초기값

.022

.090

.780

정서및사회적준비

→ 건강상태 초기값

.206

.067

.014

신체적준비

→ 건강상태 초기값

-.048

.081

.534

성별

→ 건강상태 변화율

-.176

.044

.10

교육수준

→ 건강상태 변화율

.148

.019

.179

취업상태

→ 건강상태 변화율

-.036

.051

.743

소득

→ 건강상태 변화율

-.032

.018

.766

장애등급

→ 건강상태 변화율

-.094

.016

.439

신체장애여부

→ 건강상태 변화율

.188

.042

.062

경제적준비

→ 건강상태 변화율

.206

.044

.079

정서및사회적준비

→ 건강상태 변화율

-.037

.033

.765

신체적준비

→ 건강상태 변화율

.043

.04

.703

다중상관계수

초기값

.121

변화율

.397

χ²=36.742(df=25, p=.061), CFI=.987, TLI=.931, RMSEA=.034

다음으로 변화율에 대한 예측변인의 영향력에서는 초기값에 대한 영향을 주는 취업상태와
소득을 포함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모두 건강의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성별(β
=-.176, p<.10)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특성에서는 장애등급이 건강 변화율
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고 신체적 장애인이 그 밖의 장애인에 비해 건강이 느리게 변
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노후준비요인은 건강의 변화율에 부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 상태가 느리게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노후준비의 하위 유형 중 경제적 준비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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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다. 즉,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 상태의 변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고령 장애인의 건강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그 변화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노후준비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
장패널(KReIS) 3～7차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50세 이상 중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중고령 장애인의 건강변화 양상을 확인한 결과,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양
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중고령 장애인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
가하는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중고령 장애인의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인의 신체활동 제한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난 염지혜(2013), 김예지․정미경(2018)의 연구결과와 65세 이상 장애노인의 건강이 시간이 흐
를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전해숙(201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잠재성장모형의 조건모형 분석을 통해 중고령 장애인의 건강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노
후준비 특성은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건강의 초기값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경
제활동에 참여 중인 경우 건강의 초기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인들
의 영향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활동 참여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혀진 다수의 선행연구들(Winkleby et al., 1992; 문성제 외, 2017; 전영환 외, 2011)을 지지하는
결과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과 소득이 건강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나 이러한 결과에 대한 면밀한 탐색이 필요하다. 장애특성으로는 장애유형과 등급에 따라 건
강의 초기값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에 비해 건강 초기수준이
높고, 신체적 장애인이 기타 장애인에 비해 건강의 초기값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
애인의 건강에 대한 선행연구(전영환 외, 201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장애유형에 따른 건강의
초기값의 차이는 신체적 장애(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인)와 그 밖의 장애인을 비교한 결과로, 세
부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노후준비 수준이 건강의 초기값에 미치
는 영향은 정서 및 사회적 준비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의 초기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신체적 노후준비, 심리사회적 노후준비, 과거 노후준비가 노인의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김명일 외(2013)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장애인의 생애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활동 참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Pirani(2016)의 연구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Pirani(2016)는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참여
가 생애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사회참여가
장애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데, 이는 사회참여를 통해 형성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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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 자체가 자원의 가용성을 높여주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밝히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준비나 신체적 준비에 비해 정서 및 사회적 준비가 건강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중고령 장애인의 건강에서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지지체계
가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건강의 변화율에 대한 예측요인을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건강의 감소 속도가
느리게 나타났다. 성별은 건강의 초기값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건강의 초
기값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았다. 결국, 건강의 초기값이 높았던 남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건
강이 빠르게 감소하고, 초기의 건강 수준이 낮은 여성의 경우에는 느리게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
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여성보다 남성의 건강이 더 빠르게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리
는 것은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여성의 건강 수준은 초기값이 낮아, 시간이 흘러도 더 낮아질 수
없어 ‘바닥효과’를 일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예지·정미경, 2018; 유창민 2016). 즉, 출발점
에서 너무 높거나 낮은 점수를 갖는 개인들은 반복측정과정에서 점차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현
상을 보일 수 있다(김진현·한지나, 2014; Rubin & Babbie, 2013). 장애특성에서는 장애등급이 변
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고,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신체적 장애인의 건강
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신체적 장애의 경우 초기값이 그 밖의 장애
인에 비해 더 낮았고, 건강이 나빠지는 속도 역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측정 도구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을 측정하는 도구로 널리 활용되는 주
관적 건강(self-rated health) 도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건강상태로 건강을 측정하였
다. 중고령 장애인은 장애와 함께 노화에 따른 기능상실과 제한을 경험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고 이차상태(secondary condition)와 조기노화를 경험하므로 신체적인 건강상태 자체는 낮게
평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건강의 변화에 대한 노후준비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정서 및 사회적 준비와 신체적
준비는 건강상태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경제적 노후 준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건강의 감소 속도가 느려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소득이나 빈곤과 같은 경제적 상태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한 것(김진영, 2007; 이웅·김동기, 2015; 전해숙, 2014)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김승완·전
지혜(2016)의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장애인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준비와 건강 증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자 한다.
먼저, 중고령 장애의 노후준비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 및 사회적 준
비가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적 준비와 신체적 준비가 덜 중요
하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장애와 노화가 중첩된 어려움을 경험하는 중고령기의 장애인은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 및 사회적 준비를 통한 관계망을 잘 형성하는 것이 중고령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노후준비와 건강증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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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토하고 지원해야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이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는 기회와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노후준비
를 지원하고 있는 현 시스템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을 위한 노후상담 및 지
원서비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발
표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71.3%에 그치고 전체 소득 중 지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통계청, 2020). 이러한 장애인의 경제적 상태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노후를 준비하기에도 부족하여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통해 장애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
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최대 30만원까지 향상되었지만, 부가급여는
월 2～8만원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급여수준을 높여 직접적인 소득지원을 확대하
고,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장애로 인한 장래의 비용부담과 노후
빈곤에 대비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의 건강증진 정책에는 장애유형과 정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에 비해 건강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상실과 제한에서 기인하는 이차상태의 위험이 높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건강증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노후보장패널데이터는 50세 이상 중고령 가구주와 그 가족
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우리나라 중고령자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중고령자를 표본으
로 하는 연구는 패널의 손실로 인한 결측값이 체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차수별
응답자의 조사 참여 여부 뿐 아니라 미참여 원인을 추가로 조사하여 중고령자의 건강과 사망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구축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수준과
더불어 주관적 건강 지표를 통해 전반적인 건강을 측정하면 더욱 활용도가 높고 의미있는 자료
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중고령장애인의 건강상태의 변화 궤적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노후준비의 영향을
탐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령장애인 건강의 차이와 변화를 설명하
고, 노후준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2차 자료를 활용하는 데에서 기
인하는 한계로, 중고령장애인의 건강을 설명하는 장애특성 변수와 사회적 요인을 충분히 담지
못하였다. 둘째, 노후준비 수준은 연령과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나(이계승·김
동하, 2018) 3차 부가조사를 활용하게 됨에 따라 시변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노후준비
수준이 장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선후관계를 통제하지 못한 것은 후속 연구를 통해
극복되기를 기대한다.

310「한국자치행정학보」제34권 제4호(2020 겨울)
참고문헌

권현수. (2011). 장애인의 문제음주, 우울, 건강의 구조적 관계-빈곤수준에 따른 다집
단분석의 적용-. 「지역사회연구」, 18(3): 131-153
김명일·이상우·김혜진. (2013) 서울시 거주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식 연구: 다층모형 적
용을 통한 개인의 노후준비와 지역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33(3):
327-360.
김성희. (2016).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재활복지」, 20(3): 17-43.
김성희·이연희·오욱찬·황주희·오미애·이민경·이난희·오다은·강동욱·오혜경·윤상용·이선
우. (2018).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예지·정미경. (2018). 중고령은퇴자 신체건강 변화궤적의 예측요인. 「한국지역사회
복지학」. 64: 1-24.
김진영. (2007).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 관계-연령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한국사
회학」, 41(3): 127-153
노승현·백은령. (2012). 장애노인 가구의 빈곤결정요인에 대한 종단연구. 「장애와 고
용」, 22(4): 267-293.
문성제·손민성·최만규. (2017). 신체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변화가 주관적 건강수준
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고용」, 27(3):
217-239.
박주영·오혜경(2013). 독거가구 고령여성장애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
구, 「한국장애인복지학」. 22: 109-128. 2013
박창제. (2008). 연령별 재무적 노후준비 유형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4(4):
139-166.
배병렬. (2014). 「AMOS 21 구조방정식 모델링」, 청람
석상훈·권혁창·송현주·이은영·오지연·신혜리·김균희(2011). 「우리나라 중, 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와 기대 -제3차(2010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 부가조사 분석보고
서-」. 국민연금연구원 조사보고서.
양희택·신원우. (2011). 장애를 가진 노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령화된 장애와 노화
에 따른 장애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2: 255-278.
염지혜. (2013).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궤적에 대한 비교연구. 「농
촌사회」, 23(1): 193-239.
유동철. (2016). 장애인의 나이들어감에 따른 건강의 변화와 정책방향: 비장애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33(1): 23-46.
유지연. (2016). 장애인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장애와고
용」, 26(1): 153-172.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준비가 건강변화궤적에 미치는 영향 311

유창민. (2016). 한국복지패널로 본 한국 성인의 건강궤적과 예측요인-장애인과 비장
애인의 집단 내, 집단간 불평등. 「보건사회연구」, 36(1): 440-472.
이계승·김동하. (2018)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 종단변화궤적 유형과 영향요인분석.
「장애와고용」, 28(2): 5-30.
이웅·김동기. (2015).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 영향요인 탐색 : 사회적 배제와 사회경제
적 지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조사연구」, 47: 133-158
이순희·김윤정. (2014).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
국디지털정책」, 12(6): 579-586.
이은실. (2018). 고령장애인의 경제적 특성과 과제.「연금이슈&동향분석」, 54.
이한나. (2013). 장애인 건강불평등 연구: 집중지수 분석을 이용한 비장애인과의 비교.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영환·남용현·류정진. (2011). 장애인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행위, 건강상태,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장애와고용」, 21(1): 187-208.
전해숙. (2014). 장애인의 소득과 건강의 종단적 관계: 노령인구와 비노령인구의 비교.
「장애와고용」, 24(4): 50-70.
전해숙·강상경. (2013). 장애인의 우울궤적 관련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재활복
지」, 17(2): 41-67.
정덕진. (2014). 장애노인의 주관적 건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사회적 자
원의 조절효과. 「보건사회연구」, 34(2): 247-275.
조상은·이현주·이선화·이수연. (2017). 「고령장애인의 욕구조사 및 중장기 정책방
향」. 한국장애인개발원.
조혜정․서인균. (2012). 신체장애인의 우울발달궤적 예측요인. 「장애와고용」, 22(1):
87-112.
최성일·노승현·이의정. (2013).「중고령 장애인의 노후대비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Bigby, C. (2002). “Ageing people with a lifelong disability: Challenges for the
aged care and disability sectors.” Journal of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27(4): 231-241.
Calasanti, T. M. (1996). “Gender and Life Satisfaction in Retirement: an
Assessment of the Male Model”.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
51: 18-29.
Duncan, Duncan, & Strycker (1999).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growth
curve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 Routledge.
Jeppsson, G. E., Holme, L., Taghizadeh, L. A., & Whitaker, A. (2011). “A long life
with a particular signature: life course and ag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55(2): 95-111.

312「한국자치행정학보」제34권 제4호(2020 겨울)

Lynch, J. W., Kaplan, G. A., & Shema, S. J. (1997). “Cumulative impact of
sustained economic hardship on physical, cognitive, psychological, and social
functioning.”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37(26): 1889-1895.
McDermott, S., Moran, R., Platt, T., & Dasari, S. (2007). "Health conditions among
women with a disability." Journal of Women's Health, 16(5): 713-720.
Nosek, M. A., Hughes, R. B., Swedlund, N., Taylor, H. B., & Swank, P. (2003).
“Self-esteem and women with disabilities”. Social science & medicine,
56(8): 1737-1747.
Putnam, M. (2002). “Linking aging theory and disability models: Increasing the
potential to explore aging with physical impairment”. The Gerontologist,
42(6): 99-806.
Pirani, E. (2016). “Self-rated health among disabled persons: the multifaceted
relevance of social integration”. Genus, 71(2-3): 217-241.
Sheets, D. (2005). “Aging with disabilities: ageism and more”. Generations, 29(3):
37-41.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
&CONT_SEQ=356153&page=1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 보건복지부·통
계청

_____________________

이은실(李恩實): 전북대학교에서 2018년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
원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관심분야는 장애인복지, 불평등, 인권과 차별 등이며, 주요 연구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직무적합성과 직무만족의 관계 - 일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2017), “장애연
금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2020) 등이 있다. <E-mail: esil310@nps.or.kr/ 논문접수일: 2020.11.16/ 논문수
정일: 2020.12.16./ 게재확정일:2020.12.23>

The Effects of Preparation for Aging on Health Trajectory of People
over 50 years old with Disabilities
Yi, Eunsi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preparation for aging on the health
trajector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Hence, data from the 3rd to 7th waves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IS) and the additional survey data of the 3rd wave were
used to analyze the disabled people over 50 years of ag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health level of middle and old aged disabled people tended to decrease over time. Factors
influencing the initial value of health were gender, employment status, disability level,
disability type, and emotional and social preparation. It was found that gender and disability
type and economic preparation had an effect on the rate of health change.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the preparation for later life and health promotion policies for the
disabled.
[Key Words: Middle-aged and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Preparation for Aging, Health
Trajectory,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IS), Latent Growth
Curve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