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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순희, 김윤정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InfluenceoftheFinancialPreparationoftheDisabledforOldAge

onTheirSatisfactionofLife

Sun-HeeLee,Yun-JeongKim

Dept.elderlywelfare,Hanseo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SurveyofEmploymentfortheDisable)4차 자료를 이용하여,40세 

이상의 장애인 3,396명을 대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연구결과 

첫째,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장애인이 삶의 만족도가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보다 높았다.

둘째,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장애인은 국가운영 공적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경제적 

노후준비는 충분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장애인의 노후준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영향요

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노후준비가 충분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장애인,경제적 노후준비,노후준비방법,노후준비 충분성,삶의 만족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dentify the state of financial preparation of the disabled for 

their old age, and the influence factors on their quality of life. To this aim, the 4th data from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were used to examine 3,396 subjects of 40 years or older. First, 

regarding the difference between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he disabled were preparing for 

their old age, the preparing people had higher satisfaction in daily life. Second, the most popular way of 

financial preparation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for old age proved the state-run public pension, and the 

disabled were cognitive that their preparations were not enough. Lastly, th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in daily 

life who were financial preparing for the old age proved higher depending on the higher sufficiency of their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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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등록장애인수는1차장애범주확 시 인2000년을

기 으로 꾸 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1],장애

인구 40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체 장애인의

84.7%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40세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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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에서도 ․고령장애인이차지하는비율은9.5%여

서 40세 이상 인구 장애인이 차지하는 ․상

수가많다고볼수있다[1].따라서2016년고령사회를

앞에 두고 있는 시 에서, ․고령 장애인의 삶의

질에 한 심은 반 인 우리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해서라도 필요한 시 이다.

노년기의 삶에서 경제 인 문제는 그 요성을 달리

강조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요하다.경제 인 상태

는노후의삶의질을결정하는 요한요건 하나로써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한 의료비의 원천이 된다.즉 노

인에게 경제 능력은 경제 측면 뿐만 아니라,건강

리,심리 안정감,여가생활등의생활 반에 련이있

어 노인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요인이다[2][3].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노인을 한

소득보장제도의미비로사 으로경제 비를하지않

으면 경제 노후 비가 불가능하다[4].노후의 어려움

하나로경제 어려움을꼽고있는가운데,노후의생

활비마련을본인 배우자가마련하고있는비율이높

다는 을고려할때[5],건강상의문제로노후까지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노후의 삶을 해서는 경

제 노후 비가 필수 이다.

한 증하는 노인인구에 한 사회 부양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가족부양의식의 변화는 노년기의 경

제 독립의강조로이어지고있다[6][7][8].따라서노인

이되기 에노후를 한경제 비를하지못하면생

활수 이 크게 하락하게 되고 일부는 공 부조의 상

이 되어 국가 부담이 심화될 것이다[4].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2011년 출산․고령화에 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9]에 의하면,10명 8명은 3

0～40 부터노후 비를해야한다고보고있으며,실제

로30 이상국민 40.6%는노후를 비하고있는것

으로나타났다.이와달리만30세이상의장애인의노후

비를하는비율은13.8%로[1],비장애인에비해장애인

의 노후 비수 은 상당히 낮아 이는 우리 사회의 심각

한 노인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나 학계는 장애인의 노후 비나

노후 비와삶의만족도간의 계에 한 심은부족하

여,장애인을 상으로 하여 경제 노후 비와 삶의 질

간의 계를 악한연구는찾아보지못하 다.단지,오

혜경과 정덕진[10]의 주 소득 계층이 상층 일수록,

ADL수 이 높을수록,장애인복지 서비스 경험이 있을

수록장애인의삶의만족도수 은높았다는연구결과를

통해,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수 은 심리 인 요인보다

는사회환경 경제 인요인에의해더 향을받는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비장애인을 상으로 한 안기선

[11]의 연구에서는경제 노후 비 수 이 높을수록 삶

의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몇편의선행연

구<12><13><14>에서노후 비(경제 노후 비가아

닌보다일반 인노후 비)가노년의삶의질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

해경제 삶이어려울뿐아니라경제 노후 비수

이 낮다는 문제 에 기반하여,장애인의 경제 노후

비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악하고,경제

노후 비를하고있는장애인의노후 비방법과노후

비 충분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 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의 데이터는 장애인고용패 조사(Panel

SurveyofEmploymentfortheDisable)4차 자료를 이

용하 다[15].장애인고용패 조사(PanelSurvey of

EmploymentfortheDisable)는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을

표하는 패 로서,표본 5,092명을 상으로 1년에 1회

경제활동 직업 능력,고용서비스,직업훈련,소득,

소비,삶 등에 하여 추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

(LongitudinalSurvey)이다.2008년1차조사가이루어져

2012년 재까지5차조사가실시되었으며,본논문이진

행되는2013년도에개방되고있는데이터는2011년도수

집된4차자료이다.따라서본연구에서4차자료를이용

하 다.

장애인고용패 조사(PanelSurveyofEmployment

fortheDisable)의 자료수집방법은 컴퓨터를 활용한

인면 방법인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방식을 이용하여 조사되었다[15].조사

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5개 유형의

장애를지니고있는제주를제외한 국의등록장애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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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4차년도에는 86.4%의 표본 유지율을 보 다.따라서

4차년도 응답자는 4,397명이고이 본연구에서는 40세

이상 ․고령장애인 3,396명을 본 연구를 한 연구

상자로 선정되었다.

2.2 측정도구

2.2.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삶에서 만족하는 정도에 한 문항으

로,‘가족들과의 계에 만족하십니까?, 재 사귀는 친

구들의 계에만족하십니까?,살고있는곳에만족하십

니까?,요즘건강상태에만족하십니까?,한달수입(는

용돈)에만족하십니까?,여가활동에만족하십니까?, 재

의 결혼생활에 만족하십니까?’등의 7개의 문항,5

Likert형 척도로 신뢰도 Cronbach’salpha값은 .825이다.

2.2.2 노후준비도

장애인의경제 노후 비는노후 비여부,노후 비

방법,노후 비 충분성 변수를 사용하 다.

장애인의 노후 비 여부는 '귀하는 60세 이후의 노후

를 한 비를 별도로 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

아니오’로 측정되었다.

장애인의 노후 비 방법은 '60세 이후의 노후 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해,‘축ㆍ ,

국가운 공 연 가입 수령,민간 융 개인연 (주

택연 등)가입 수령,퇴직연 ㆍ퇴직보험 가입

수령,주식ㆍ펀드ㆍ채권등운용,부동산(월세 는 세

)이용, 축성보험등민간보험가입 수령,기타’의

8개의 항목에 해 ‘/아니오’로 측정되었다.분석에서

는 축, ,주식,펀드,채권은하나로묶었고,기타는

제외하고 6개 항목으로 재분류하 다.

장애인의 노후 비 충분성은 ‘지 하고 계신 노후

비가 충분하다고 생각되십니까?’라는 질문에 ‘1

그 지 않다,2 그 지 않다,3 그 다,4 매우 그

다’의4 Likert형척도로답하게하 다. 수가높을

수록 노후 비 충분성이 높은 것으로 측정하 다.

2.3 중고령 장애인의 인구학적, 경제적, 장애

특성

장애인의 인구학 특성은 남성장애인이 62.6%로 여

성장애인보다많았고,평균연령은56.17세로나타났으며,

학력은고졸이상인경우가33.3%로가장많았고,배우자

가 있는 장애인이 64.8%로 없는 경우보다 많았다.가구

원수는2명이하인경우가52.9%로 반정도 으며,종

교는 없는 경우가 57.4%로 이 한 반수 이었다.주

건강상태는67.5%가좋지않은편으로인지하는것

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경제 특성은 국민기 생활보장수 자가

아닌 장애인이 69.5% 으며,56.8%가 미취업상태 고,

취업한 장애인의 경우도 단순 노무종사자가 31.0%로 가

장많았다.종사상지 는상용근로자가28.1%밖에되지

않았으며,근로소득은 년 평균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 46.7%로 나타났다.아 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집 소유형태는 자가가 아닌 장애인이 많았으며,

59.5%의 장애인이 자신의 경제 지 를 하층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장애인의장애특성은지체장애인이60.4%로가장많

았고,경증인 경우가 64.8% 으며, 장애등 은 6 이

20.3%로 가장 많았다. 재 장애상태는 호 는 고착

인 경우로 인식하는 경우가 66.0%로 가장 많았고,일

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경우가 60.4%,도

움제공자가 없는 경우는 69.7% 다.

2.4 자료분석

․고령장애인의인구학 ,경제 ,장애특성을 악

하기 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고령장애인의

노후 비여부에따른삶의만족도의차이를분석하기

해 t-Test를 실시하 으며,노후 비장애인의 노후 비

방법 노후 비수 을 악하기 해빈도분석을실시

하 다.장애인의 경제 노후 비(노후 비 방법 노

후 비충분성)가삶의만족도에미치는 향을 악하

기 해서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 연구결과

3.1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준비 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장애인의 노후 비 여부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Table1).노후 비를 하고 있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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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삶의 만족도 수가 평균 3.355 으로 노후 비

를 하지 않는 장애인 평균 2.941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Table 1>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he disabled were 

preparing for their old age       
(n=3,396)

preparingfor

theiroldage
N M(SD) t값

Yes 505 3.355(.478)
16.841***

NO 2,891 2.941(.514)

***p<.001

3.2 노후준비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준비에 따

른 삶의 만족도 차이

장애인의 노후 비 여부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유의

미한 차이가 있음에 따라 본 에서는 노후 비가 삶의

만족도에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경제 노후 비

를하고있는장애인505명만을선별하여분석에사용하

다.

3.2.1 노후준비 장애인의 노후준비 방법 및 노후

준비 충분성

노후 비장애인의노후 비방법,노후 비충분성을

빈도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Table2).

장애인의경제 노후 비방법은국가운 공 연

가입 수령이61.0%인308명으로가장많았고, 축․

․주식․펀드 등이 20.4%인 103명, 축성보험 등

민간보험 가입 수령이 6.3%인 32명,퇴직연 ․퇴직

보험가입 수령4.5%인23명,민간 용개인연 가입

수령이 4.2%인 21명,부동산 이용이 3.6%인 18명 순

으로 나타났다.

노후 비장애인의노후 비충분성은4 만 에평

균 2.06 으로 앙값인 2.5 에 못 미치는 수 이다.문

항별로는충분하지않다고인지하는경우가63.2%인319

명으로 가장 많았고,충분하다가 19.4%인 98명, 충

분하지않다가16.2%인82명,매우충분하다1.2%인6명

순으로 나타나 체 으로 경제 노후 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노후 비장애인의노후 비방법은국가운

공 연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경제 노후

비장애인들은경제 노후 비가충분하지않다고인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Method and sufficiency of the 

preparation                   (n=505)

구분 N %
M

(SD)

Met

hod

saving․savingaccount․fund 103 20.4

-

state-runpublicpension 308 61.0

privatepension 21 4.2

retirementpension 23 4.5

real 18 3.6

insurance 32 6.3

Suff

icien

cy

entirelynotenough 82 16.2

2.06

(.634)

notenough 319 63.2

enough 98 19.4

veryenough 6 1.2

3.2.2 노후준비 장애인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

노후 비 장애인의 노후 비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분석하기 해 장애인의 인구학 ,경제 ,장애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에서 유의한 계가 발견된 특

성변수(표로는 제시하지 않음)를 계 회귀분석에 투

입하 다(Table4).즉,인구학 특성변인은 학력,혼인

상태,주 건강상태를 투입하 고,경제 특성 변인

으로는취업여부,주거형태,집소유형태,국민기 생활

보장수 여부,주 사회경제 지 를 투입하 다.

장애 특성 변인으로 장애 정도,장애 등 , 재 장애상

태,타인의 도움필요 여부,도움제공자 유무를 투입하

고,노후 비 변인은 노후 비 방법과 노후 비 충분성

을 투입하 다.Durbin-Watson값은 1.591로 서로 독립

임을 알 수 있고 회귀모델은 모두 유의하 다.

1단계에서 인구학 특성은 노후 비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31.6% 설명하 다.2단계에서 포함된 경제

특성은노후 비장애인의삶의만족도를7.0%증가시켰

다.3단계에서포함된장애특성변인은노후 비장애인

의삶의만족도를0.3%증가시켰다.4단계에서노후 비

변인은노후 비장애인의삶의만족도를4.7%를증가시

켰다. 체 15개의 변수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43.6%설명하 는데,그 에서 1,2,3단계의 통제 변인

을 제외하고 설명하면,노후 비 충분성의 향력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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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fluence of financial preparation of the disabled who were financial preparaing for old 

age on their life satisfaction                                                  (n=505)

변 인
ModelⅠ ModelⅡ ModelⅢ ModelⅣ

β t β t β t β t

(Constant) 25.818*** 23.667*** 19.740*** 14.667***

Cont

rol

varia

ble

Demog

raphic

Educationa

Maritalstatusa

Subjectivehealthstatus

.094

.158

.503

2.418*

4.198***

13.017***

.092

.090

.497

2.430*

2.404*

12.826***

.094

.079

.452

2.474*

2.134*

11.109***

.089

.083

.436

2.450*

2322*

11.130***

Econo

mic

Employmentstatusa

Housingtypea

Ownershipofhousea

Whethernationalindependencea

Subjectivesocialstatusa

-.038

.016

.111

-.055

.206

-101

430

2.822**

-1.478

5.620***

-.064

.019

.096

-.052

.201

-1.683

.509

2.428*

-1.401

5.525***

-.034

.020

.089

-.029

.112

-.914

.565

2.331*

-.816

2.970**

disable

d

Disabilitydegreea

Disabilitycategory

Disabilitystatusa

Whetherhelpofothersa

Withorwithouthelpera

-.028

.103

.077

-.035

-.022

-.499

1.784

2.045*

-.631

-.406

-.010

.094

.70

-.020

-.025

-.185

1.684

1.935

-.371

-.497

Preparation
Methodofpreparationa

Sufficiencyofpreparation

.010

.245

.297

6.570***

F

R2

R2Variation

77.125***

.316

-

39.003***

.386

.070

25.661***

.389

.003

27.010***

.436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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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ummyvariables:Education(1=overhighschool),Maritalstatus(1=yes),Employmentstatus(1=working),

Housingtype(1=detachedhouse),Ownershipofhouse(1=yes),Whethernationalindependenc(1=yes),

Subjectivesocialstatus(1=uppermiddleclass),Disabilitydegree(1=minor),

Disabilitystatu(1=improvementorfixing),Whetherhelpofother(1=yes),

Withorwithouthelpe(1=with),Methodofpreparation(1=state-runpublicpension)

장 높아서 노후 비에 한 충분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4).

4. 요약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고용패 조사(PanelSurveyof

EmploymentfortheDisable)4차자료를이용하여,40세

이상의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 언어장

애인 3,396명을 상으로 노후 비가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데 목 이 있었다.주요 연구결과를

심으로 요약하면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노후 비를 하고 있는 장애인이 삶의 만족도가

노후 비를 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보다

높았다.이처럼 노후 비를 하고 있는 경우 삶의 만족감

이높다는결과는선행연구와일치한다.즉,경제 노후

생활계획수 이높을수록삶의만족도가높았고[11],노

인이 되기 이 의 노후 비활동을 하면 할수록 성공

노화를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간 으로 생활만족도를

통해서도 노년기 성공 노화수 을 높일 수 있다[12].

베이비부머의노후 비가잘되어있을수록삶의만족도

가높았으며[13],이승신[14]의연구에서도국민건강보험

가입/등재여부,공 연 가입여부,경제 독립여부등

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이 높았다.

둘째,노후 비를 하고 있는 장애인은 국가운 공

연 으로 노후 비를 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제 노후 비는충분하지않다고인지하는것으로나

타났다.이러한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국가운

의공 연 으로하는노후 비가부족하다는것을단

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따라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다양한 노후 비를 통해서 충분성

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이와 련된 제언

을 마지막에 하겠다.

마지막으로,장애인의 노후 비에 따른 삶의 만족도

향요인을 악하기 해 계 회귀분석을실시한결

과,노후 비가 충분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인구학 특성이나 경제 인 특성이 삶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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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에미치는 향력은 이기때문에이는 측이

가능하지만,장애인이기때문에겪는장애특성(장애정도,

장애등 등)보다노후 비가삶의만족도에더큰 향

을 미쳤다는 본 연구결과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

상시키기 해서 노후 비가 얼마나 요한 요인인가를

보여주는것이다.노후 비변수 에서노후 비충분성

수 이높을수록삶의만족도가높았고노후 비방법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어떤유형의노후 비를하더라도충분하다면삶

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노후 비의 충분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결론을내려보면,노후 비를하고있는장애

인이그 지않은장애인에비해삶의만족도가높고,노

후 비를하고있는장애인의경우노후 비가충분하다

고 인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겠다.이러한 본

연구의결과에서다음과같이장애인의경제 노후 비

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장애인의 노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노후 비가 충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강

구되어야할것이다.국민연 ,장애수당,사 연 등어

떤방법을통해서라도장애인의경제 노후 비가충분

할 수 있도록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함을 제안한다.

재장애인의노후 비가주로국민연 등의공 연

이36.8%이고,이연 의평균수령액이27만4천원으로

이는장애인이노년기의삶을살아가는데매우부족하다

[16].즉,장애인가구가한달동안살아가는데필요한월

평균 액수가 154만원이라는 을 고려하면 노년기 연

수령액 27만 4천원은 장애인이 노년기를 살아가는데

무도부족하다는것을알수있다[16].따라서노후경제

비가 충분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장애연 장애수당을 확 시켜 실화할 필

요가있다.장애인연 이 2010년7월부터 지 되고있지

만여 히장애인가구의빈곤은나아지지않고있다.이

는 장애인 연 이 국민기 생활보장수 자 차상 계

층 등 빈곤층만을 상으로 하며, 여액이 충분하지 않

기 때문이다.특히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 해야 하

는 부가 여가 6만원(국민기 생활보장수 자)에 불과

한데이는실태조사에서나타난16만7백원에훨씬못미

치는 액이다.이에 따라 장애인 연 의 상자를 확

하고,특히 부가 여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 할

수있는수 으로인상할필요가있다.이와함께장애인

연 이 증장애인만을 상으로하고있는데이를경증

장애인에게까지 확 할 필요가 있다. 한,장애수당 지

상자범 를좀더확 시켜서 체장애인에게장

애수당을 지 함으로서 노후를 비할 수 있는 경제

여력을 갖추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장애인의노후의삶을 해보다확고한공 보

장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장애인의 경우 기

노령연 의 액수를 비장애노인에 비해서 많이 수령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강구하거나,국민연 등의 공

연 에의가입을할수있도록도움을주는방안이필

요하다. 를들면공무원연 이나사학연 처럼장애인

을 해서는 공 연 의 50% 정도를 국가에서 보존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이를 통해 취약계층

에 있는 장애인의 사회 안정망이 실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넷째,장애인과 후원자간의 연계를 통해 재정 안정

을꾀할필요가있다. 재일부시설장애인의경우후원

자와 연계를 통해서,장애수당을 축하는 경우 같은 액

수의 액을후원받아 축할수있도록하는제도가실

시되어효과를보고있다.이러한제도를 체시설로확

장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도 용

시킬필요가있다.이러한지역연계,지역후원을통해장

애인의 경제 노후 비를 보다 충분하게 하고 지역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삶도 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은행이나보험회사등의사 융기 이장

애인의 후원기 이 되어,장애인에게 이율을 좀 더 높이

주는 방안도 장애인의 재정 안정을 돕는 하나의 방안

이 될 수 있다.

다섯째,장애인의의무고용에 한방안을강화 확

하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장애인 의무 고용율은 꾸

히 증가하고 있으나,만 20～64세 장애인의 고용율과 경

제활동참가율은 년 비하락하 고,실업율은소폭으

로상승하 다이로인해장애인의비경제활동인구의비

은늘고있다는 을고려할때더욱그러하다[15].장

애인고용 진 직업재활법에따르면,공기업과 정부

기 은 상시고용 근로자수의 3%,민간기업은 2%,기타

공공기 은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매년 최 임 액의 5%

이상의 범 에서 고용노동부장 이 고시한 장애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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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법 제재의 수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이와 더불어 기 평가에서의 장애

인 의무고용 비율을 상향 시킬 필요도 있다.더 나아가

보다 극 으로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구성원에 한

배려도 필요하다.즉 장애인의 경제 상황은 가족구성

원에게 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각 기 에서 장애인

이취업이어려울경우그가족원을고용하는방안도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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