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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Subjective Health Status on Daily Life Satisfaction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Acceptance of Disability and Depression -

Dong-Joo Kim
Dept. of Rehabilitation Studies, Woosuk University

  약 본 연 는 애  주  건강수  상생활만 도에 미치는 향과 애  심리  기  우울과 

애수용  매개효과  하 다. 본 연  목  애  주  건강수 과 생활만 도  계  힘

 체  실천  개  략과, 책  도 안 수립  기 료  활용하는  다.

본 연 는 한 애 고용공단 고용개 원에  사한 4차 애 고용 널 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  원 료(raw data)  용하여 하 다. 연 결과  약하  다 과 같다. 첫째, 애  

주  건강수 , 애수용, 우울, 상생활만 도 간  상 계  한 결과, 상생활만 도는 주  건강수

과 애수용과는  상 계  보  , 우울과는  상 계  보 다. 째, 주  건강수  상생활

만 도에 미치는 향과 애수용  우울  매개효과에 는 주  건강수  상생활만 도에 통계  

미한 향  미치 , 들 간  계에  애수용과 우울  매개효과가  확 었다. 런 결과  토  

애  상생활만  하여 실천 · 책  언  시하 다.

주 어 : 주  건강수 , 애 , 애 수용, 우울, 상생활만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has on the 
daily life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their psychological mechanisms such as depression and 
acceptance of disa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rve as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practical 
intervention strategies and policy measures by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the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analyzes the raw data of the fourth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surveyed by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of Korea Employment Promotion Agency for the 
Disabled. In summar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subjective health status, disability acceptance, depression, and daily life satisfaction, the daily life satisfaction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the acceptance of disability while having a 
nega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Second, regarding the impact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has on the daily 
life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acceptance of disability and depression,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daily life satisfaction; there w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the acceptance of disability and depression in the relationship. The practical and political proposals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wereas presented. 

Key Words : Subjective health status, Disabilities, Acceptance of disability, Depression, Daily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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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필   목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권리로서 천부 인 인

권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 건강권을 확보하기 한 많

은 사회 논의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에서도 우리 사

회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 즉 장애인의 기본 인 권리인

건강권 확보를 한 논의는 시 한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감이 있다[1]. 장애와 건강은

서로 한 련을 갖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장애는 질

병을 안겨주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반 로 만성질병과

인 질환들은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2].

장애인은 건강상태가 취약하여 만성질환이 조기에 발

병하거나, 이차 인 기능장애가 더 잘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낮은 경제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건강유지

가 어렵다. 장애와 건강수 의 계는 장애로 인하여 이

제약을 경험하게 한다. 실제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

들에 비해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소아마비, 류마티스

염, 뇌졸 과 같은 질환들이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3]. 게다가 장애로 인해 건강 련 서비스에 한 근도

용이 하지 않아더 많은 험들에 노출되어있다. 건강은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수 조건

이지만, 실 으로 장애인은 만성질환이나 질병으로부

터 자유롭지 못하다. 한 건강은 사회·심리 측면에서

자기 자신에 한 평가를 정 으로 향상시켜 생활의

만족감을 향상시키는지표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이러

한 건강상태를 단하는 지표로 주 건강인식이 상당

수 활용되고 있는데, 주 건강인식은 자신이 스스로

신체 , 심리사회 상태를 평가함으로서 자신의 삶에

해 주 평가를 함에 있어 객 건강상태보다 신

뢰도가 높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한 주 건강인식

은 신체 기능보다는 생활의 스트 스가신체 으로 표

되어 나타난 것이며 자신의 반 인 정서 사회 기

능을 반 하고 있다[4]. 주 건강수 과 생활만족도와

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진향(2015)은 정신장애

인의 스트 스와 생활만족도와의 계에서 주 건강

수 의 매개효과에 한 연구에서 생활만족도와 주

인 건강수 은 정 인 상 계를 보이고 있으며[5], 생

활만족도를 높이기 해서는 주 인 건강수 을 높이

기 한 다각 인 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백은

령과 노승 (2012)은 장애 노인 생활만족도 향요인에

한 종단 연구에서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체계의 강화와 함께

건강 리 지원확 를 주장하 다[6]. 권오균(2007)의 연

구에서도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노인의 신체

건강 정도가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7]. 반면 Hsu(2008)의 연구에서는 신체 기능

수 의 변화가 생활만족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8]. 주 인 건강수 은 우울과도 한 련을

맺고 있다. 우울과 같은 정서의 경험과 표출은 생리 인

변화만 아니라 질병과 련된 부 건강행동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질병발생에 기여할 수 있다[9]. 실제로 우

울은 암과 매우 한 련을 맺고 있으며, 여성의 갱년

기 증상과도 련이 깊다[10, 11]. 한덕웅 등(2004)은 스

트 스 사건에 해 자기노출, 반복생각 정서경험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는데, 우울이 높을

수록 재 질병 수 이 높게 나타나 신체증상에 부정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12]. 선행연구들을 종합

하면, 우울은 장애수용에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뇌졸 후 우울과 장애수용 사회 지지와의

계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우울수 이 높을수록 장애

수용이 낮아지는 부 상 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

다[13]. 하지만 장애수용과 우울, 건강수 , 일상생활만족

도등 여러 가지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는 거의 시도된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주 인 건강수

이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볼 것이며,

장애인의 심리 기제인 우울과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장애인의 주 인 건

강수 과 생활만족도와의 계를 밝힘으로써 구체 인

실천 개입 략과, 정책 제도방안 수립의 기 자료

로 활용하는데 있다.

2. 연

2.1 연 상  표집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조사

한제4차장애인고용패 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의원자료(raw data)를이용하여

분석하 다. 장애인고용패 조사의 목 은 장애인의 경

제활동과 련된 동태 기 통계를 생산하고,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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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향을 주는 개인 , 환경 요인을 규명하여 장

애인고용정책 수립 평가에 유용한기 자료를 제공하

는 것이다[14].

본 연구 상은 4차 장애인고용패 조사에 참여한 등

록장애인 총 4,397명을 연구의 상으로 선정하 다. 연

구 상의 개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2 사도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제4차 장애인고용패 조사에

사용된 조사도구 주 건강수 , 장애수용, 우울, 일

상생활만족도와 련된 문항을 활용하 다.

2.2.1 주  건강수

건강은두 가지 방법으로측정할 수 있는데첫째는 자

신이 평가하는 건강정도 즉 주 으로 느끼는 건강을

측정하는 방법이며, 둘째는 객 인 활동성제약

(Limitation of Motivity)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주

건강상태는 건강에 한 연구에서 가장 보편 으로

사용한 방법으로 반 인 건강상태를 나타내는주요 건

강지표이다[15]. 주 건강상태란 건강의 가장 주요한

요소가 자기 인지라는 을 반 한 것[16] 이므로건강

에 한 주 지각은 의료인에 의한 객 찰보다

더 건강상태를 잘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 건강상태에 한 측정을 리커트 4

척도로 구성하여 사용하 으며, ‘매우 좋지 않다’ 1 ～

‘매우 좋다’ 4 으로 측정하 고, 가능 수는 최 1 에

서 최고 4 까지 분포할 수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건

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2.2.2 애수용

장애수용을 측정하기 하여 Kaiser 등(1987)[17]의

장애수용척도(Disability Acceptance Scale, DAS) 9문항

( 정형 6문항, 부정형 3문항)과, 백 승 등(2001)[18]이

개발하고 강용주 등(2008)[19]이 타당화 연구를 실시한

자아수용검사의 장애극복요인 3문항, 총 12문항을 사용

하 고 수가 높을수록 장애수용이 잘이루어지는 것으

로 해석한다. 질문방법은 제시된 내용에 하여 5

Likert 척도로 ‘ 그 지 않다’ 1 ～‘매우 그 다’ 5

으로 측정하 고, 가능 수는 최 1 에서 최고 5 까

지 분포할 수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장애수용 정도가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장애수용(12문항)의 신뢰

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s α=.858로 높은 내 일 성

수 을 보 다.

2.2.3 우울

우울수 은 지난 한달 간의 감정변화와 경험했던 일

에 한 반응에 한 질문들로 이루어졌다. 척도는 총 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 5 척도로 측정되었

다. 문항 1번, 2번, 4번 문항은 역문항으로 다른 문항

들과 방향을 동일하게 용하기 해 역코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에 사용된 수는 높을수록 우울수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우울수 (5문항)의 신

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s α=.851로 높은 내 일

성 수 을 보 다.

2.2.4 상생활만 도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는 장애인고용패 조사의

원자료에 근거하여 가족, 친구, 사는 곳, 건강, 수입, 여가

활동, 하는 일, 결혼생활, 반 만족의 9개 변인으로 구

성하 다. 측정방법은 제시된 내용에 하여 ‘매우 불만

족’ 1 ～ ‘매우만족’ 5 으로 측정하 고, 가능 수는

최 1 에서최고 5 까지 분포할수 있으며, 수가 높

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일상생활만족도(9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s α=.853으로 높은 내 일 성 수 을 보 다.

2.3 료

연구 상의 개인 특성을 악하기 하여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 고, 주 건강수 , 장

애수용, 우울, 일상생활만족도의 수 을알아보기 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 다. 제 요인간의 상 계를 악하

기 해 Pearson 상 분석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장

애인의 주 건강수 이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주 건강상태와 일상생활만족도 간의

계에서 장애수용과 우울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

기 하여 Baron과 Kenny(1986) [20]의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법, 즉 매개회귀분석(Mediating regression)

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장애수용과 우울의 매개효과에

한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Sobel test를 실시

하 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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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20.0을 사용하여 분

석하 으며, 통계학 유의수 은 p<.05 수 으로 설정

하 다.

3. 연 결과

3.1 사 상   특

조사 상 장애인의 일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2,736명(62.2%)으로

여성 1,661명(37.8%)보다 많았다. 연령은 50 가 1,666명

(37.9%)으로 가장 많았고, 60 1,062명(24.2%), 40 906

명(20.6%), 30 340명(7.7%), 70세 이상 242명(5.5%), 30

세 미만 181명(4.1%) 순이었다. 장애인을 조사 상으로

선정하 기에 장애유형과 장애등 을 일반 특성에 포

함하여 살펴본 결과, 장애유형은 신체외부장애가 2,685명

(61.1%)으로 가장 많았고, 감각장애 1,072명(24.4%), 정신

장애 349명(7.9%), 신체내부장애 291명(6.6%) 순으로

많았다. 장애등 은 경증이 2,470명(56.2%)로 증 1,927

명(43.8%)보다 많았다.

Variable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s 2736 62.2

Females 1661 37.8

Age

<30 181 4.1

30-39 340 7.7

40-49 906 20.6

50-59 1666 37.9

60-69 1062 24.2

70+ 242 5.5

Type of

Disability

Disabilities of external 2685 61.1

Dysesthesia 1072 24.4

Mental illness 349 7.9

Disabilities of Internal 291 6.6

Degree of

Disability

Severe 1927 43.8

Mild 2470 56.2

Total 4397 100.0

<Table 1> Individual Characteristic of study

3.2 주  건강수 , 애수용, 우울, 상생활

만 수

조사 상 장애인의 주 건강수 , 장애수용, 우울,

일상생활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주

건강수 은 평균 2.25 으로 다소낮은 수 을 보

다. 장애에 한 인식과 극복에 한 정도를 나타내는 장

애수용 한 평균 2.77 으로 다소 낮은 정도를 보 다.

우울수 은 2.67 으로보통보다 낮은수 을보 다. 장

애인의 생활에 한 종합 인 만족수 을 나타내는 일상

생활만족도는 2.99 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 으로 나타

났다.

Classification Min Max Mean SD

Subjective Health Status 1 4 2.25 0.68

Acceptance of Disability 1 5 2.77 0.58

Depression 1 5 2.67 0.76

Daily Life Satisfaction 1 5 2.99 0.54

<Table 2> Subjective Health Status, Acceptance

of Disability, Depression, Daily Life 

Satisfaction

3.3  간  상 계

조사 상 장애인의 주 건강수 , 장애수용, 우울,

일상생활만족도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일상생활만족도는 주 건강수 (r=.491,

p<.001)과 장애수용(r=.621, p<.001)과는 정(+)의 상

계를 보인 반면, 우울(r=-.540, p<.001)과는 부(-)의 상

계를 보 다. 한 장애수용과 우울 간에는 부(-)의 상

계를 보 다(r=-.508, p<.001).

Subjective

Health

Status

Acceptance of

Disability
Depression

Subjective Health Status 1 　 　

Acceptance of Disability 0.392*** 1

Depression -0.405*** -0.508*** 1

Daily Life Satisfaction 0.491*** 0.621*** -0.540***

*** p<.001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3.4 주  건강수  상생활만 도에 미

치는 향과 애수용  우울  매개효과

장애인의 주 건강수 이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

는 향을 알아보고, 주 건강상태와 일상생활만족도

간의 계에서 장애수용과 우울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

증하기 하여 Baron과 Kenny(1986)[20]의 회귀분석을

통한매개효과분석법, 즉매개회귀분석(Mediating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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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회귀분석에 앞서다 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공차한계

는 모두 0.1 이상을 보 고, VIF도 1에 근 한 것으로 나

타나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할 수 있고,

Durbin-Watson은 모형 3-1은 1.636, 모형 3-2는 1.536으

로기 값인 2에매우근 하고있어잔차들간에상

계가 없는 것으로 단되어 회귀모형이 합하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매개효과 검증 1단계인 모형 1-1에서 독립변수인 주

건강수 은 매개변수인 장애수용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334, p<.001),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한 모형 1-2에서도종속변수인 우

울에 통계 으로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451, p<.001), <가설 1-2>도 채택되었다. 2

단계에서 주 건강수 은 종속변수인 일상생활만족

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388, p<.001), <가설 2>도 채택되었다. 3단계인 모형

3-1에서 매개변수인 장애수용을 투입하자 장애수용이

일상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면서

(B=.468, p<.001), 독립변수인 주 건강수 도 유의한

정(+)의 향을 미쳤다(B=.231, p<.001). 모형 3-2에서는

매개변수인 우울을 투입하자 우울이 일상생활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치면서(B=-290, p<.001), 독립

변수인 주 건강수 도 유의한 정(+)의 향을 미쳤

다(B=.257, p<.001).

<Table 5>와 같이 3-1에서는 매개변수인 장애수용을

투입하자 독립변수인 주 건강수 의 향력이 유의

한 수 에서 낮아졌고(B=.388→.231), 설명력은 증가하

으며(△R2=.217, p<.001), 모형 3-2에서도 매개변수인 우

울을 투입하자 독립변수인 주 건강수 의 향력이

유의한 수 에서 낮아졌고(B=.388→.257), 설명력은 증가

하 다(△R2=.139, p<.001).

이를 종합해 볼 때, 주 건강수 은 일상생활만족

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며, 이들 간

의 계에서 장애수용은 정(+)의 부분매개효과를 갖으며,

우울은 부(-)의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Model R² Adj. R² F

1-1 .154 .153 796.872***

1-2 .164 .164 863.481***

2 .241 .241 1394.127***

3-1 .458 .458 1856.114***

3-2 .380 .380 1346.413***

*** p<.001

<Table 5> Explanatory Power of Model

매개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한가를 보다 정확하게 검

Model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Parameter
B SE β t

Tolerance

Limit
VIF

Durbin-Watso

n

1-1
Acceptance of

Disability

(Constant) 2.021 .028 72.662***

Subjective Health

Status
.334 .012 .392 28.229***

1-2 Depression

(Constant) 3.688 .036 102.339***

Subjective Health

Status
-.451 .015 -.405 -29.385***

2
Daily Life

Satisfaction

(Constant) 2.123 .024 87.146***

Subjective Health

Status
.388 .010 .491 37.338***

3-1
Daily Life

Satisfaction

(Constant) 1.176 .031 38.462***

Acceptance of

Disability
.468 .011 .506 41.947*** .847 .181

Subjective Health

Status
.231 .010 .293 24.257*** .847 .181 1.636

3-2
Daily Life

Satisfaction

(Constant) 3.190 .040 78.792***

Depression -.290 .009 -.408 -31.401*** .836 1.196

Subjective Health

Status
.257 .010 .326 25.079*** .836 1.196 1.536

*** p<.001

<Table 4> The Influence of Subjective Health Status on Daily Life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Acceptance of Disability and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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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기 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식하

여 제시하면 [Fig. 1]과 같다. 분석결과, 장애수용의

Sobel's Z값이 24.558(p<.001)로 산출되었고, 우울의

Sobel's Z값은 24.556(p<.001)로 산출되어 유의성 기 인

±1.9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주 건강수 과 일상생

활만족도 간의 계에서 장애수용은 유의한 정(+)의 부

분매개효과를 갖으며, 우울은 부(-)의 부분매개효과가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임이 확인되어<가설 3-1>

과 <가설 3-2>도 채택되었다.

[Fig. 1] The result of Mediating Effect

4. 논   결

본 연구는 장애인의 주 인 건강수 이 일상생활만

족도에 미치는 향과 장애인의 심리 기제인 우울과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분석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장애인의 주 인 건강수 과 생활만족도와의 계를

밝힘으로써 구체 인 실천 개입 략과, 정책 제도

방안의 수립의 기 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조사한 제4차 장애

인고용패 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의 원자료(raw data)를 이용하여 분석

하 다. 장애인고용패 에 참여한 등록장애인 총 4,397명

을 연구의 상으로 선정하 다. 이에 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주 건강수 , 장애수용, 우울, 일상

생활만족도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일상생활만족

도는 주 건강수 과장애수용과는 정(+)의 상 계

를 보인 반면, 우울과는 부(-)의 상 계를보 다. 한

장애수용과 우울 간에는 부(-)의 상 계를 보 다. 이

는 주 인 건강수 이 장애수용, 우울, 일상생활만족도

와의 계를 규명한 기존 연구들과 일치하 다[21, 22].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일상생활만족도는 주 인

건강수 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울과 장애수용과

같은 심리 기제와도 련이 깊다는 것이 밝 졌다. 이

에 따라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을 해서는 신체 재활

뿐만 아니라 심리 재활치료에 한 개입도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주 건강수 이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과 장애수용 우울의 매개효과에서는 주 건강

수 은 일상생활만족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정(+)의

향을 미치며, 이들 간의 계에서 장애수용은 정(+)의 부

분매개효과를 갖으며, 우울은 부(-)의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런 결과는 장애인의 일생생활만족

을 높이기 해서는 주 인 건강수 도 고려 상이지

만, 정서상태를 나타내는 우울과 자신의장애에 한 수

용정도 한 요한 변수임을 고려하여 실천 · 정책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를 향상하기 해서는 장애인들이 우울

수 을 낮추는 통합 술치료 로그램, 미술치료 원

치료 로그램과 같은 치료 근과 사회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직업재활 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하며, 단편 인 근보다는 융·복합 인 근이 필요하

다. 더불어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에 한 평가 하를 하

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가능성에 한 인정하고 증진시

키는 역량강화 로그램 등을 활성화하여 장애 수용정도

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

애인고용패 에 참여한 등록 장애인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체 장애인들에게 확 용하여 일반화시키기

에는 신 한 근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장애인고

용패 이라는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변수 사용에 다소 제

약이 따른다. 이러한 제한 은 향후 후속연구에서 자료

의 축 과 정교한 연구를 바탕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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