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우리나라가고령사회로진입하면서고령과함께장애

를 동시에 지닌 고령 장애인의 문제가 사회 으로 이

슈화되고 있다. 2016년 등록 장애인수를 살펴보면, 50

이상의 고령층이총 75.1%(1,884,184명)를차지한다[1].

일반 으로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여 평균수명이 길어서

고령 여성장애인(middle-aged and older women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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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SED(2nd to 8th).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e economic activities of middle-aged and older women with 

disabilities and level of disability were correlated with a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analysis phase 1 and 2, and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affected life satisfaction level through the level of disability as a parameter, indicating 

that a mediating effect does exist. This study suggests that to enhance the life satisfaction level of middle-ag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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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ilities)의 인구는 차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고령의여성과여성장애인은사회 으로억압받을가

능성이 많은 삶을 하면서 사회 험에 직면할 가

능성이 높다[2-4]. 특히, 고령 여성장애인은 노동시장

에서의 구조 요인과 장애의 요인, 고령화로 인한 건강

상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경제활동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불리한 치에 있다[5]. 더욱이 한국에서는 고령

층의경제활동취약성에 처하기 해「고용상연령차

별 지 고령자고용 진에 한법률」에근거하여

고령자를 포함한 고용을 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노

동시장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해 「장애인고용 진

직업재활법」에 기반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법 으로 보

장하고 있다[6].

이러한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 가능성이 높

은 은층이 장애인 복지정책의 주요 상이 되며, 고

령 장애인 여성장애인은 정책의 사각지 에 놓여 있

다[6,7].

지 까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취업 요인

등을분석한연구[8-12]들은많이존재하지만, 고령여

성장애인을 상으로 경제활동 참여가 생활만족도 간의

직 인인과 계속에서장애정도매개효과를밝힌연

구는거의없다. 이에본연구는 고령여성장애인을

상으로경제활동참여와생활만족도간의장애정도매개

효과를 밝힘으로써, 그들이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생활

만족도를 증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2. 론적 논

2.1 고령 여 애 과 경제활동

고령 여성장애인에 한 개념은 아직 명확하게 정

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장애노인에 한 개념 정의를

토 로 조작 으로 정의를 내려야 한다. 고령장애인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50세 이상이나 55세 이상 장애인을

고령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다[7]. 최근에는 조기퇴직

등의사유로인해서 고령자를 45세부터정의하는연구

들이 많으며, 한국의 고령화 연구 패 조사에서는 만 45

에서 65세에속하는장애인을 고령장애인으로정의하

고있다[6]. 이에 본연구에서는 고령 여성장애인의 개

념을 만 45세 이상 만 65세 이하에 속하며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EDI) 2017 장애인통계에 따르면,

2016년 재 여성장애인은 체 장애인구의 42.0%이다

[1]. 이는 2007년에 비해 3.0% 증가하는 것으로 향후 장

애 발생이 질병과사고 등의후천 요인 등의 향으로

계속증가될것으로보인다[1,6]. 그러나여성장애인은경

제활동참가율이 22.4%로 남성장애인(50.3%)과 비교하여

히낮다. 이처럼 조한경제활동참가율은 장애차별

과 이 차별 문제를야기시켜 여성장애인이 빈곤할 확

률을 높일 수 있다[1,13].

여성장애인들의경제활동참여와 련된연구들을살

펴보면, 여성장애인에게노동시장 진입은사회생활을통

해 자존감을 높이고 가족이나 사회복지체계로부터 스스

로독립할수있게하여만성 인의존을벗어날수있는

효과 인수단이라고논의하 다[14-17]. 한 성정 외

(2006)는 여성장애인의 상당수가 학력과 함께 소득이 낮

지만가계의 주소득원인경우가 많기때문에이들의 수

입이 경제 자립과 생존권에 많은 향을 다고 하

다[18]. 그리고 고령 여성장애인에게 경제활동 참여는

삶의질을높이고사회 으로경제 으로독립 이고주

체 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2.2 고령 여 애 과 생활만족도

Campbell et al(1976)은 생활만족도의개념을질 높은

삶이 경제 으로 안정되는 것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으로 정의하 다[19]. 이후 생활만족도는 주 만족도,

행복감, 심리 안녕감, 삶의질등다양한개념으로사용

되고 있다[20]. Clover(2008)는 생활만족도를 객 인

측면에더불어주 개인의느낌, 경제 , 정치 , 사회

가치, 지역 환경, 국가들 간의 계 그리고 조건 계

등을 포 하는 범 하고 다차원 인 개념으로 정의하

다[21,22]. 이후 생활만족도의 개념은 다양한연구에서

다양하게정의되고있다[23,24]. 따라서본연구에서는생

활만족도를 일상생활에서 고령 여성장애인이 느끼는

주 인 만족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장애인의경제활동참여는 부분의연구에서생활만

족도를 증 시키는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다[23,24].

Miller ＆ Dishon(2006)은 고용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되

느냐의여부에따라서장애인의생활만족도가달라질수

있다고 논의하 다[23]. 한 Thoren-Jossen et al(2001)

은 장애인이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참여할수록 생활만

족도를 정 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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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그리고 류시문(2004)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장애인은그 지않은경우보다생활에서의만족도가높

다고 논의하 으며[25], 박 성 외(2011)는 임 근로 장

애인을 상으로한연구에서근로기간이지속되고직업

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고

하 다[26]. 한 장애인들이일자리상태가정규직을유

지하고일자리의질이좋은일자리일수록생활만족도향

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0,27,28].

2.3 고령 여 애 과 애정도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요한 요인으로 장

애정도가 고려된다. 이선우(1997)는 장애인 취업형태

향요인연구에서장애정도는주 건강상태와자립정

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며[29], 백은령 외(2007)도 장

애정도가 경증일 때 취업 취업유지에 유리하다고 논

의하 다[30]. 한 정병오(2005)연구에서도 여성장애인

이 경증일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

혔다[31]. 특히, 노화가진행되고있는 고령여성장애인

의장애정도는경제활동참여를결정짓는주요한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

Kennedy ＆ Olney(2006)연구에서는건강문제가 고

장애정도가경증일수록경제활동참여와함께취업이유

리한 것으로 나타났다[32]. 한 한애경·윤혜미(2012)는

장애정도에 따라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향요인

을분석한결과, 증 여성장애인은기 생활수 자이며

차별경험이 많고 연령이 높을 때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

능성이 낮고, 경증여성장애인은기 생활수 자이며 차

별경험이많고연령이높으며만 7세미만의자녀가있는

경우경제활동참여가능성이 어드는것으로분석되었

다[13]. 그리고 김승완· 지혜(2016)는 고령 여성장애

인의경제 노후 비를장애정도에따라어떻게다른지

분석하 다. 증 고령 여성장애인의 경우 연령이

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후 비를 할 확률이 높

아졌으며, 경증 고령여성장애인의경우가구균등화지

수가 높고 가구원수가 을수록, 노후 비를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3].

부분의 연구들에서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있는주요요인이될수있는장애정도를노동시장진

입에 향을미치는통제변수로간주하는한계가존재하

다. 즉, 장애가 증인지경증인지에따라표출되는문

제가 다를 뿐만 아니라 욕구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29-31,33-36] 장애정도는노동시장진입에큰 향을미

칠 수있는요인이될수 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장

애정도가 고령여성장애인의경제활동참여에따라생

활만족도에 매개효과를 발휘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3. 연

3.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패 조사(PSED: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의 1차 웨이 2～8차

년도(2009～2015년)의 원자료를 분석하 다. 장애인고용

패 조사는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을 표하는 조사로 패

표본 5,092명을 상으로 1년에 1회 고용서비스, 직업

능력, 직업훈련, 경제활동, 소득 소비, 일상생활 등

에 하여추 조사하는종단면조사이다[37]. 조사 상

은 2～8차년도 장애인고용패 조사(2009～2015년)에 참

여한등록장애인 만 45세 이상 65세이하 고령여성

장애인 4,961명을 상으로 분석하 다.

3.2 종 변수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는 일상생활에서 만족을 느끼

는만족정도로서 9개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이 에서

결혼생활 만족과 재하는 일은 결측치가 높아서 이를

제외하고 최종 으로 7문항을 사용하 다. 각 문항은 5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 문항의 신뢰도

는 Cronbach’s Alpha=0.775로 높게 나타났다.

3.3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고령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여부

이다. 경제활동상태(2개 구분) ‘1=미취업자, 2=취업자’로

되어있는것을 ‘0=경제활동 미참여, 1=경제활동참여’로

더미 처리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3.4 매개변수

본 연구의 매개변인인 장애정도는 ‘1=경증, 2= 증’으

로 되어 있는 것을 ‘0=경증, 1= 증’으로 더미 처리하여

분석에 활용하 다.

3.5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개인 요인, 장애건강 요인,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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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구성하 다. 첫째, 개인 요인에서 연령은 비

율변수로서 분석에 그 로 사용하 고, 빈도분석에서는

‘1=45세 이상 50세 이하, 2=51세 이상 55세 이하, 3=56세

이상 60세 이하, 4=61세 이상 65세 이하’로 연령 로다시

설정하여분석을하 다. 학력은 ‘1=무학, 2= 등학교 졸

업, 3= 학교 졸업, 4=고등학교 졸업, 5= 학교 졸업 이

상’으로 구성된 것으로 그 로 사용하 다. 배우자 유무

는 ‘1=미혼, 2=유배우(결혼/동거), 3=이혼, 4=사별, 5=별

거’로 되어 있는 것을 ‘0=배우자 없음, 1=배우자 있음’으

로 더미 처리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둘째, 장애건강 요인에서 장애유형은 ‘1=신체외부장

애, 2=감각장애, 3=정신 장애, 4=신체 내부 장애’로 되

어 있는 것을 ‘0=신체외부장애, 1=감각장애 정신 장애

신체내부장애’로 더미처리해서분석에활용하 다. 만성

질병 여부는 ‘1=있음, 2=없음’로 되어 있는 것을 ‘0=만성

질병 없음, 1=만성질병 있음’으로 더미 처리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셋째, 사회경제 요인에서 사회경제 지 는 ‘1=하

층, 2= 하층, 3= 상층, 4=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에본연구에서는 ‘0=하층 하층, 1= 상층상층’으로더

미 처리하여 분석에 활용하 다. 국민기 생활보장수

여부는 ‘1= , 2=아니오’로 되어 있는것을 ‘0=미수 , 1=

수 ’으로 더미 처리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주택소유

여부는 ‘1=자가, 2= 세, 3=월세(보증 있음), 4=월세(보

증 없음), 5=사 세, 6=무상, 7=기타’로 되어있는것을

‘0=미소유, 1=소유’로 더미 처리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노후 비 여부는 ‘1= , 2=아니오’로 되어 있는 것을 ‘0=

비하지 않음, 1= 비함’으로 더미 처리하여 분석에 사

용하 다.

3.6 

고령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생활만족도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지를 장애정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하여 단계 선형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매개효과입증을

해서 Mackinon et al(2002)의 연구에서 제시한 Sobel 검

증 값을 제시하 다[38].

4. 결과

4.1 기술통계 결과

본연구의분석 상기술통계는아래의표와같다. 먼

, 연령 는 56세 이상 60세 이하가 41.2% 가장많고그

다음으로 51세 이상 55세 이하 32.4%, 45세 이상 50세이

하 26.3%, 61세 이상 65세 이하 0.0% 수 으로나타났다.

Variables Category Frequency(%)

Age group

45-60 1,307(26.3%)

51-55 1,608(32.4%)

56-60 2,046(41.2%)

61-65 0(0%)

Education

No schooling 857(17.3%)

Elementary school 1,596(32.2%)

Middle school 1,096(22.1%)

High school 1,209(24.4%)

College or higher 203(4.1%)

Spouse
No spouse 2,165(43.6%)

Existence of spouse 2,796(56.4%)

Disability level
Minor 2,957(59.6%)

Sever 2,222(40.4%)

Type of disability

External Physical 2,903(58.5%)

Sensory 1,308(27.8%)

Mental 259(5.2%)

Chronic illness

Internal physical 419(8.4%)

None 1,800(36.3%)

Exists 3,161(63.7%)

Socioeconomic
status

Lower class, Lower
middle class

4,685(94.5%)

Upper-middle class,
Upper class

275(5.5%)

Basic national
livelihood security

Non-recipient 3,549(69.7%)

Recipient 1,502(30.3%)

Home ownership
Non-owner 2,675(53.9%)

Owner 2,286(46.1%)

Retirement
planning

Not planning 4,209(84.8%)

planning 752(15.2%)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둘째, 학력은 등학교졸업이 32.2% 가장많고그다

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24.4%, 학교 졸업 22.1%, 무학

17.3%, 학교졸업이상 4.1% 순으로나타났다. 즉 무학

과 등학교 졸업이 49.5%를 차지하여 고령 여성장애

인의 학력 수 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배우자유무는배우자있음이 56.4%, 배우자 없

음이 43.6% 나타났다.

넷째, 장애정도는 경증이 59.6%, 증이 40.4%이다.

다섯째, 장애유형은신체외부장애가 58.5%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감각장애 27.8%, 신체내부장애 8.4%, 정신

장애 5.2%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만성질병 여부에서 만성질병 있음이 63.7%,

만성질병 없음이 36.3%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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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사회경제 지 인식에서 하층, 하층이

94.5%, 상층, 상층이 5.5% 나타났다.

여덟째, 국민기 생활보장수 여부에서 미수 이

69.7%, 수 이 30.3% 나타났다.

아홉째, 주택소유 여부에서 미소유가 53.9%, 소유가

46.1% 나타났다.

열 번째, 노후 비 여부에서 비하지 않음이 84.8%,

비함이 15.2% 나타났다.

4.2 고령 여 애  생활만족도 

고령 여성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시계열로 살펴보

면 아래의 표와 같다. 생활만족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비

율이 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낮은 편이다. 체

으로 고령 여성장애인들은 일상생활의 만족도에 하

여보통의낮은 수 이 아니면그 이하의불만족을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Category

Life Satisfac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2009(2nd year) 3.01 0.56

2010(3nd year) 3.02 0.54

2011(4th year) 2.99 0.50

2012(5th year) 3.01 0.53

2013(6th year) 3.01 0.53

2014(7th year) 3.01 0.50

2015(8th year) 2.99 0.52

Table 2. Life Satisfaction among Middle-age and 

Older Women with Disabilities

4.3 경제활동과 생활만족도 간  애정도 매개효과

고령여성장애인의경제활동과생활만족도간의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아래의 표와 같이 단계 선형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모든 변수들에서 VIF가 1.5미만으로 측정됨에 따라

다 공선성에는문제가없는것으로확인되었다. 첫째, 1

단계 분석은 조정된  값이 0.208이고 F값이 130.873(

<0.001)으로통계 으로 유의미하 으며, 경제활동여부

에 하여 값이 0.072(<0.001)로 통계 으로 유의하

게나타났다. 둘째, 2단계분석에서는장애정도의매개효

과를검증하기 하여장애정도요인을추가 으로투입

하 다. 분석결과, 조정된  값이 0.123으로 1단계의

0.208보다 증가하 으며, F값도 123.296(<0.001)으로서

통계 으로유의미하게나타났다. 셋째, 2단계투입한경

제활동 여부에 한 값이 0.050(<0.001)으로 1단계보

다 작아지면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장

애정도(=-0.092, <0.001)가 유의미함에 따라 장애정

도는경제활동여부와생활만족도간을매개하는것으로

분석되었다.

Variables
1st stage analysis 2nd stage analysis

 t  t

(constant) 2.913 30.502*** 2.976 31.098***

Age -0.001 -0.516 -0.001 -0.763

Education 0.050 7.804*** 0.047 7.346***

Spouse 0.076 5.068*** 0.047 7.346***

Type of Disability 0.012 0.085 0.030 2.122*

Chronic illness -0.175 -11.839*** -0.178 -12.103***

Socioeconomic
status

0.334 10.964*** 0.326 10.754***

Basic national
livelihood security

-0.128 -7.165*** -0.109 -6.003***

Home ownership 0.093 5.742*** 0.088 5.453***

Retirement
planning

0.182 8.949*** 0.186 9.178***

Economic activity 0.072 4.744*** 0.050 3.238**

Disability level -0.092 -6.148***

Adj 

F

0.208
130.873***

0.123
123.296***

*<0.05, **<0.05, ***<0.001

Table 3. Results Mediating Effect of Disability Level

본연구에서는매개변수인 장애정도가독립변수인경

제활동여부와종속변수인생활만족도간의 계를부

(-) 매개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따라서이러한매

개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하여 Sobel

검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Z값이 3.780으로 나타나 

<0.0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장애정도는경제활동여부와생활만족도간의

계를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학력(=0.047, <0.001), 배우자 유무(

=-0.080, <0.001), 장애유형(=0.030, <0.05), 사회경

제 지 (=-0.326, <0.001), 국민기 생활보장 여부

(=-0.109 <0.001), 주택소유여부(=0.088, <0.001),

노후 비 여부(=0.186, <0.001)가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 즉, 고령여성장애인이학력이높고, 배우자가있으

며, 장애유형이감각장애, 정신 장애, 신체내부장애인이

며, 만성질병이 없고, 사회경제 지 가 상층, 상층이

며, 국민기 생활보장수 을받지않으며, 주택을소유하

고, 노후 비가 되어 있는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을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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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연령은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칠 확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고령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여부는 매개변수인 장애정도를 경유하여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장애정도는 경제

활동여부와생활만족도간을매개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5. 논   결론

본 연구는 고령 여성장애인을 상으로 경제활동

참여여부가생활만족도에미치는 향에있어서장애정

도매개효과를분석하 다. 이를 해 장애인고용패 조

사 1차 웨이 2～8차년도 장애인고용패 조사(2009～

2015년)에 참여한 등록장애인 만 45세 이상 만 65세

이하 고령 여성장애인 4,961명을 상으로 단계 선

형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서결과, 고령여성장애인의경제활동여부는생활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며, 장애정도는 고령 여

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여부와 생활만족도 간에 매개역할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로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통해경제활동 여부와생활만족도

간에 장애정도가 매개효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즉, 고령여성장애인의노동시장참여에따른생활

만족도를높이기 해서는장애정도를고려한일자리설

계가 필요함을 함의한다. Roessler et al(2003), 황보옥

(2011), 정식 외(2006), 김승완 외(2015)는 장애인노동

시장 구조가 경증 장애인 주로 구성되어 증 장애인

의 경제활동 참여가 힘들기 때문에 증 장애인을 고려

한직업설계등의공공체계가마련되어야한다고논의하

다[36,38,39]. 따라서장애정도를고려하여 고령여성

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함께

장기 인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김승완 외(2015)는 장애정도에 따른 여성장애인의 시

간제 일자리 참여에 한 연구에서 경증 여성장애인의

경우 고용 련 요인이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증여성장애인은배우자유무, 연령등과같은인구

사회 요인과 장애기간 장애유형 등 장애 련 요인

이 시간제 일자리 참여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36]. 즉, 고령여성장애인의경제활동여부가생활

만족도 향상으로 연결되기 해서는 증과 경증이라는

장애정도를고려하여여성, 장애인, 고령등을감안할수

있는양질의시간제일자리가어느정도 안이될수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 으로 일본과 같이 증 여성

장애인이 시간제 일자리에 참여하면 법 의무 고용률

계산 시 시간제 근로 비율을 반 하는 것이다.

둘째, 고령여성장애인의경제활동여부는생활만족

도에정 (+)인 향 계를나타냈다. 이는Thoren-Jossen

et al(2001), 류시문(2004), 최 란(2017) 연구결과와어느

정도 일치한다[20,24,25]. 최 란(2017)은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장애인의 고용상태가 요함을 논의하

다. 따라서 고령 여성장애인이 지속 으로경제활동에

참여하기 해서는 직업훈련 재교육을 실시하여, 그

들에게맞는일자리를설계하고양성화하기 한정부의

노력이요구된다[20]. 한 그들이단순일자리에벗어나

본인의 성에 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를 유도한다면 생활만족도는

향상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통제변수 학력, 배우자 유무, 장애유형, 사회

경제 지 , 주택소유 여부, 노후 비 여부는 생활만족

도에 정 (+)인 유의미한 향 계를 나타냈으며, 만성

질병 여부, 국민기 생활보장 수 여부는 부 (-)의 유

의미한 향 계를 보 다.

고령 여성장애인이 노후 비를 할수록 생활만족도

를 높일수 있는 정 인작용을하는 것으로나타났기

때문에여성장애인의노동시장참여확 와함께자산을

늘릴수있는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특히, 여성장애

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미래에 빈곤에 처할 확률을 이

고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후의 자산 리

생계유지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제도 마련도 필

요하다[36].

국민기 생활보장 수 을 받는 고령 여성장애인들

은경제활동참여를통해수 을벗어나려는노력보다는

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이

들에게구직역량을높이고고용의식을고취시킬수있는

직업재활 로그램등을제공하여수 을벗어날수있는

제도 노력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고령여성장애인만을 상으로분석하

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체 여성장애인으로 일반화하기

에는 제한 일 수밖에 없다. 한 고령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여부가생활만족도에 향을미치는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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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인들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을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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