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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근로지원인서비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 경 성

(양산 학교)

[요 약]

본 논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지원인서비스에 대한 욕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파악하고자 했다. 먼저, 빈도분석을 통해 근로지원인서비스에 대한 중증장애근로자들의 욕구수

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선정기준에 장애유형, 장애등급, 소득기준 등과 같은 변인들이 포함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순위형로짓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에 의해서 거주지역, 연령, 학력, 

가족의 활동보조 정도 등과 같은 변인들도 욕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

과를 토대로 실천적 함의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장애인, 근로지원인서비스, 장애인자립생활

1. 서론

최근 장애인요양보험제도의 제1차 시범사업결과 향후 제도의 운 방향이 장애인에 한 요양보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에 한 욕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0; 변용찬 외, 

2010). 또한 2007년 9월 17일부터 1년간 시범 운 되었던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시범사업의 평가

결과에서도 직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장 내에서 제공되는 활동보조서

비스인 근로지원인서비스가 장애인근로자의 직무 및 일에 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업무처리 능력의 

향상과 인관계의 긍정적인 변화에 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황수정․김언아․김성희․양희택, 

2008).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주어진다면 경제적 자

립을 통한 능동적인 사회참여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선하려는 욕구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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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 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수행상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로지원인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업무능력이 향상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할 것으

로 보기 때문에 근로지원인서비스는 앞으로 더욱 필요해질 것으로 본다(황수정 외, 2008). 또한 근로

지원인서비스는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에도 기여하지만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고용 창출과 유지에 기여

가 높다는 점에서 장애인복지를 위한 고용권리의 보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황수정･김언아, 

2007b; 황수정․김언아․김성희․양희택, 2008).

2005년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유완식․김호진․전 환․이금진․황아윤, 2006)에 따르면 직장에서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가 10.4%이며, 이 중에서 74.3%가 직장동료로부터 사적

인 도움을 받고 있어 장애인근로자 자신뿐만 아니라 직장동료와 사업주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장애인근로자 직무환경분석(이성규․전정식․전혜연, 2005)에서도 동료 장애인근로자로 인해 잡무의 

증가, 의사소통의 문제, 일상생활 보조 등으로 인해 업무 분담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은 직장 동료근로

자가 전체의 18.3%로 조사되어졌다. 이로 인해 장애인고용 여부에 한 사업주의 고민을 들어주고 직

장동료 간에 갈등을 해결하고자 도입하려는 근로지원인서비스 사업이 도입되어진 배경과 계기가 된 

것은 1998년부터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한 자립생활이라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등장과 2007년 4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개정법 제53조 및 제55조의 법적 근거로 제도화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일상생활지원에 초점을 둔 초기의 활동보조서비스는 직장 내 근로지원 서

비스로 확 되어 2007년 9월 17일부터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

한 시범사업을 통해 얻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2010년 1월 26일부터 중증장애인근로

자로서 업무 수행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

인근로자이거나, 또는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재직 중인 중증장애인 장애인근로자 150명을 상으로 근

로지원인서비스 사업을 시작하 다(노동부, 2010). 그 뒤 2010년 10월 12일부터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한 융자․지원규정’(노동부고시 제2010-48호)을 통해 근로지원인서비스 사업에서 

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감소, 지원기간 폐지 등의 개선과 함께 확 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토 로 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의 근로지원

인서비스의 욕구 수준과 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조

사의 결과에서 근로지원인서비스 상자 선정과 운 에 한 실천적 함의와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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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1) 근로지원인서비스의 개념

⑴ 자립생활의 개념

근로지원인서비스의 배경이 되는 이념은 장애인자립생활이며, 배경이 된 가치는 자기결정권이다. 

그리고 배경이 된 인권은 근로권이다. 또한 장애를 가진 근로자의 근로지원인서비스는 장애인이 직업

을 통한 자아실현이라는 가치를 권리로서 실현하게 하는 정책지원 사업이다. 이러한 자립생활의 이념

과 자기결정권의 가치를 전제로 한 장애인의 근로권이 경쟁노동시장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고용

으로 구현되고자 한다면 근로지원인서비스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1) 

일상생활에서 자기결정권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활동보조서비스이다. 활동보조서비

스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의 자립을 돕기 위한 서비스이지만 근로지원인서비스는 장애인의 직장생

활에서의 자기결정권과 자아실현의 권리를 실현하도록 원조와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즉, 핵심

업무가 아닌 부차적인 업무보조를 근로지원인으로부터 지원받음으로서 직장 내에서의 장애인 자신의 

1) 장애인의 인권으로서 근로권과 자립생활을 위해 지원받을 합법적 권리는 다음의 유엔과 한국의 장
애인 권리선언에서 명시되어 있다(김용득․유동철, 2005: 567-571; 유동철, 2009:75-84; 김미옥, 

2007:64-82, 보건복지부, 2009).

   ① 1971년 12월 20일 유엔에서 채택한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제3조: 정신지체인은 경제적 보장과 
적절한 생활수준에의 권리를 가진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최 한 계발시키기 위하여 생산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다른 의미 있는 직업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② 1975년 12월 9일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장애인 권리선언’ 제5조: 장애인은 가능한 한 그들이 자
립할 수 있도록 계획된 여러 시책을 누릴 자격이 있다. 제7조 장애인은 경제적․사회적 보장 및 상
당한 수준의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그 능력에 따라 보장을 받고, 고용되어, 유익
하고 생산적이며 보수를 받는 직업에 종사하고, 노동조합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1998년 12월 9일 공포된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의 6항: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
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
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200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국내에 2009년 1월 10일 발효된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장애인
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
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제27조: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노동
권을 인정한다. 이는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장애인은 자
유롭게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장애
인의 고용기간 동안 동등한 가치를 갖는 업무에 한 동등한 기회와 보수를 포함한 공정하고 우호
적인 근무 환경,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요건, 그리고 고충처리에 

한 장애인의 권리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한다는 사항 등을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필자가 논문에 맞도록 원문의 내용을 발췌하
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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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최 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황수정 외, 2008). 이러한 성격의 근로지원인서

비스의 이념적 배경이 된 장애인자립생활은 이제 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권리의 실현과 인권의 차원으

로 확 되고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의 배경이 된 것은 탈의료화, 탈시설화, 정상화, 사회통합, 소비자운

동, 자조운동, 시민권운동 등이다(정일교, 1997; 오혜경, 1998; 박수경, 2008; 정종화․주숙자, 2008). 

과거의 전통적인 자립생활의 개념은 비장애인 중심의 경제적 자립을 의미하 다. 이러한 전통적 의미

의 자립생활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입장에서는 적용되기가 어렵다. 따

라서 새로운 장애인패러다임의 등장과 함께 장애인에게서 자립생활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재정립되어

지게 되었다(오혜경, 1998; 정종화･주숙자, 2008).

송 욱(2001)은 장애인에게서 자립이란 장애인 자신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기의 생활방법을 선택

하고 생활을 위하는 것이며, 일상생활에서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더라도 장애인 자신의 삶을 자신

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의존에 의한 자립’으로 보았다. Brisenden(1989)은 "

자립생활은 우리 삶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으로서 실천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이다. 자립

적인 사람은 자신들의 생활전반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자신들의 모든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자립이란 장애인들의 신체적인 것이나 지능적인 능력과 연관된 것이 아니다. 자립이란 장애인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아무런 지원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들이 스

스로 필요한 원조와 지원을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제공받음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뤄지게 

되고 결국 이로 인해 자립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Nosek(1988)은 자립생활

이란 개별적인 일을 관리하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정상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에 참가

하고 생산적인 일을 포함하는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립생활의 기본철학에 해 

Dejong(1979)은 소비자 주권, 자기결정권, 자조자립, 정치경제적 권리를 제시하 다. 여기서 정치경제

적 권리는 소비자 주권, 자기결정권, 자조자립의 권리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정치 및 경제적 활동에 적

극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 다. Lachat(1988)는 자립생활을 장애인들이 직장에

서 일하며 가정을 가지고 가족들을 돌보면서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함께 기쁨과 책임을 나누는 등과 

같은 완전한 사회참여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혜경(1998)은 자립생활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시민권의 총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 자녀로서 가족의 권리, 교육, 훈련, 고용과 휴가

활동, 지역사회 생활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이상과 같은 정의에 

따라 자립생활의 개념은 타인의 원조를 전제로 한 자기결정권의 실현으로서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참

여, 그리고 직장의 업무수행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직장에서의 장애인 활동보조서

비스인 근로지원인서비스는 자립생활의 원리와 실천의 한 연장선에서 확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⑵ 근로지원인서비스의 개념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제공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비

리 조직이다. 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지원 서비스들 가운데에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있지만, 

최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자체 고용과 고용지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조한

진･전정식, 2007; 정종화･주숙자, 2008). 그리고 이익섭･김동기･이한나(2007)는 자립생활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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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증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확인하 고, 이익섭･김경미･

윤재 (2007) 연구에서는 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변화와 역

량 증가로 시간제 고용은 감소한 반면 상시고용은 크게 증가하여 고용상태에 변화에 향을 준 것으

로 나타났다. 양희택(2005)의 연구에서도 자립생활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집단과 장애인복지전문가

집단, 그리고 비장애성인집단을 상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의 실현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란 

질문에서 세 집단 모두 전체 항목 가운데 자립생활은 직업을 가졌을 때 실현되는 것이라는 항목에 응

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직업의 유무는 자립생활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자립생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경혜･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4)의 실태조사에

서는 장애인에 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립생활센터의 비율이 28.4%로 나타났으며, 전정

식･조한진･최미 (2006)연구에서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립생활센터의 비율이 40%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가 의미하는 바는 장애인에게서 취업은 개인의 존엄성과 사회에 

한 기여, 가족기능의 회복, 빈곤예방을 주요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사회통합의 중요한 수단이

기(유동철, 2009) 때문에 장애인의 고용지원서비스는 중요한 기본적인 욕구가 되고 있음을 반 하고 

있다.

근로지원인서비스란 직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직장 내에서

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말한다. 최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보조서비스와는 달리 직

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직장 내에서의 활동 보조서비스인 근로지원인서비

스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서비스이다.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서비스 사

업은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재직 중인 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 발생하

는 업무수행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데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활동보조서비스

와 근로지원서비스는 다음의 <표 1>에서와 같이 그 차이점을 정리할 수 있다.

구 분 활동보조서비스 근로지원서비스

이용 기 증장애인 증장애인근로자

서비스 범 일상생활  사회생활 반 직장 내 업무와 련된 지원

서비스 제공자 활동보조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혜택 장애인과 가족 장애인과 사업주, 직장동료

<표 1>  활동보조서비스와 근로지원서비스의 비교

출처: 황수정 외(2008).

2) 선행 연구

⑴ 근로지원인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는 직업을 얻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지만(Bolton, 1982; Fitzgerald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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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Gowan, D., Kutner, M., and N. Winger, 1982), 근로 욕구와 능력을 가진 중증장애인에게는 직장

의 업무보조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근로권리의 실현에 매우 중요하다

고 볼 수 있다(최윤 ･박자경, 2010). 장애인자립생활이 1998년에 국내에 소개되어진 이후 활동보조서

비스가 제도화가 이루어졌고, 2003년에 활동보조서비스가 국내에 소개되어 제공되기 시작한 후, 2005

년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을 통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제공하 다

(이익섭·김경미·이동기, 2007). 그리고 같은 해 심진예･남용현･강필수(2005)의 연구에 의해서 근로지

원인서비스 도입에 관한 소개가 이루어진 후 근로지원인서비스 시범사업이 2007년에 이루어졌다. 이

러한 가운데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 경험이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노

동참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전정식 외，2006), 직업을 통해 자립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보

조공학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업무활동분야에 근로지원인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자립

생활센터의 지원서비스 가운데 근로지원인서비스 제공에 한 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참여실태 조사

가 이루어졌다(김경혜･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전정식 외，2006; 조한진･전정식, 2007). 그리고 자

립생활센터의 시범사업의 평가 결과를 통해 중증장애인에게서 고용에 한 욕구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익섭 외, 2007). 또한 자립생활센터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을 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와 근로지원을 위해 활용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센터의 장애인 근무자들이 월평균 68.2시

간 정도 유급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 으며 이 가운데 59.7%에 해당하는 40.7시간을 근로지원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황수정․김언아, 2007a).

⑵ 근로지원인서비스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심진예 외(2005)의 연구에 따르면, 근로지원인서비스는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에 한 만족도를 높

이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활동보조서비스 평가에 관한 이익섭·김경미·최윤 ·윤재

·양희택·김동기·김민아·김은지·김태형·손언봉(2006) 연구에서는 활동보조인을 통한 직장생활 지원 

중 출퇴근과 업무보조에 한 근로지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장애

인 근로자의 17%가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해 직장생활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활동보조서비스

를 이용함으로서 직무 수행에 자신감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정식 외(2006) 연구에서는 자립

생활센터에서 수행하는 서비스 현황조사를 통해 취업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비율은 전체 조사 상의 40%이며, 제공되는 서비스는 취업전 지도 및 교육서비스, 근로지원인서비

스, 취업알선 순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업무보조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서비스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생활 유지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고, 조사 상 자립생활센터들 가운데 

35%가 근로지원인을 이용한다고 응답하 다.

황수정･김언아(2007a; 2007b) 연구에서는 장애인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서비스에 한 욕구조사에

서 전체의 54.9%가 비용 부담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 지만, 시각장애인과 뇌병변장

애인, 그리고 발달장애인 근로자는 다른 장애유형의 근로자에 비해 근로지원인서비스가 유료일지라도 

서비스 이용을 바라는 비율이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근로지원인사업 시범운 을 평가한 연구(황

수정 외, 2008)에 의하면,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근로자의 70.2%가 장애로 인한 업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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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함이 해소되었고, 장애인근로자의 74.5%가 업무량이 증가하 다고 응답하 으며 장애인근로자의 

72.4%가 일의 속도 면에서도 증가하 다고 응답하 다. 그리고 일에 한 자신감과 동료와의 관계 면

에서도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주나 인사담당자의 의견조사에서도 장애인근로자의 업무량

이 향상되었고 직장생활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업주의 입장에서 

볼 때 근로지원인의 활용이 장애인근로자 고용관리에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Sheen，Barkdull 

and Holt(2005) 연구에서도 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이용은 업무능력과 근무태도가 이

전보다 개선되었고, 승진 및 재정적 능력 향상 등에 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양희택･황수정(2009)

의 연구에서는 자립생활센터에 근무하는 장애인을 상으로 근로지원인서비스와 유사한 활동보조서

비스 이용경험을 분석한 결과 센터에 근무하는 장애인이 제공받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시간 가운데 

50% 이상을 센터의 업무보조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활동보조인을 통해 근

로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해 업무수행에 한 도움

이 된다는 응답한 비율이 82.5%로 나타났다.

⑶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선택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중증장애인의 근로 역에서 업무보조를 원조하는 근로지원인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도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쟁점 등을 제시한 심진예 외(200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독일의 

근로지원인 활용정도는 장애인의 학력과 종사하는 직업분야 및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학력이 높은 중증장애인일수록 근로지원인 활용의 정도가 높으며, 주로 사회분야, 공공부문, 교육분야, 

상업분야와 같은 직업분야에 종사하는 중증장애인들이 근로지원인을 사용하며 사회분야에서는 지체

장애인, 보건분야에서는 시각장애인, 교육분야에서는 청각장애인이 근로지원인을 많이 선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활용하는 직업분야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용시간도 성

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소개하 다. 국내의 경우는 독일의 경우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근로

지원인서비스제도가 도입된다면 근로지원인서비스에 한 욕구가 전문직종의 고학력 장애인일수록 

높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척수장애, 뇌병변장애 등의 감각장애와 신체장애와 같

은 장애유형을 가진 중증장애인 중에서 일정시간 이상 근로 여부의 자격을 고려하고, 또한 업무의 효

율성과 지원 필요성을 평가를 통해 인정받은 상자를 선정하여 근로지원인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 다.

이익섭 외(2007)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지속기간과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기간은 장애인의 취업여부

에 향을 미치며,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의 월평균 가구소득수준과 장애등급은 취업과 고

용유지의 자신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기간이 길수록 취업에 유

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고 장애등급이 낮을수록 취업 및 고용유지에 한 자

신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근로지원인서비스제도와 가장 유사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경험

이 있는 장애인들의 선택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낸 결과를 통해 근로지원인서비스에 한 장애인의 

선택요인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황수정･김언아(2007a; 2007b)는 장애인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서비스에 한 욕구조사를 통해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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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필요한 주요 역은 출･퇴근 이동보조, 물건 이동 및 운반, 직장 내에서의 의사소통 보조업

무라고 보았다. 그리고 장애인근로자의 장애유형별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이용시간과 이용자격 기준 등

에 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 다. 유료라도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많은 취업직종은 전문

직, 의원․고위직․관리직, 기술직․준전문직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수정 외(2008) 연구

에서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이용이 가장 높은 업무보조 역은 서류정리 및 필업무, 물건 등의 운반, 

출장 등 이동보조의 순이었다.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근로자의 특성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이용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자의 학력수준은 고졸은 55.3% 졸은 40.4%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은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순으로 이용자가 많았으며, 전체 이용자 가운데 장애등급 1급의 

이용자 비율이 6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직업적 특성으로 보면 상용직이 전체 이

용자의 78.7%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직(41.3%), 사무직(26.1%), 단순노무직(13%)의 순으로 이용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 방법

1) 데이터의 출처와 특성

본 연구에 이용한 데이터는 장애 유형과 취업 직종을 고려한 층화계통추출 방법에 의거하여 표본

으로 추출한 552명을 상으로 얻어진 데이터이다. 전국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모집단은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체 19,155업체에 근무하는 79,480명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표집(sampling)에서는 조사기간

인 2007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중증장애인 근로

자 4,113명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장애 유형과 취업 직종을 고려한 층화계통추출 방법에 의거하여 

표본을 추출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표본으로 추출된 552명의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상으로 구조

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조사를 통해 원자료를 수집하 다. 따라서 전국의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상으로 하지 않아 표본의 표성 문제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하지만 고용정

보시스템에 등록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4,113명을 모집단으로 설정할 경우, 층화계통추출 방법에 의거

하여 추출된 552명의 표본 크기는 표본의 통계치(statistics)로 신뢰수준 95%(유의수준 5%)범위 내에

서 ±4% 표본추출 오차 범위 내에서 모집단의 모수치(parameter)를 추정할 수 있는 크기이다(김광웅, 

1996).

2) 변수 구성 및 측정 도구

근로지원인서비스에 한 욕구를 구성하는 하위요소로서 이루어진 종속변수들에는 장애인근로자가 

기 하는 근로지원인서비스의 도움 정도,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이용할 의사, 직장생활 관련 근무 및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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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조 등에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의 합계로 구성하 다. 그리고 이러한 종속변

수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은 다음 네가지 유형으로 나눈 뒤, 첫째 유형에는 거주지역, 성별, 연

령, 학력, 학교유형, 거주형태, 가족 활동보조, 지역유형, 장애 유형, 장애 등급, 장애발생시기와 같은 

인적 특성의 요인들을 포함하 고, 두 번째 유형에는 취업직종, 근속연수, 근무 형태, 주평균 근무 일

수, 근무 시간, 월평균 임금과 같은 직업적 특성의 요인들로 구성하 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에는 장

애로 인한 업무상 불편정도와 희망하는 근로지원인의 유형으로 구성하 다.

본 논문은 bradshow(1977)의 욕구유형 중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인지적 욕구(felt need)를 근거로 

하 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를 상으로 근로지원인서비스에 한 욕구에 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

졌다.2) 그 결과 근로지원인서비스가 당사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된다면 유료 

또는 무료의 경우에 이용할 의사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용할 의사가 있다면 얼마나 이용시간을 희망

하는지와 같은 하위 수준의 욕구들을 제시하 다. 그리고 이러한 하위 수준의 욕구들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하위 수준의 욕구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여 근로지원인서비스 

이용 상자 선정에 한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개념

적 정의에 의해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지원인서비스에 한 욕구라는 종속변수를 설정하 고, 조

작적 정의에 의해서 욕구에 한 하위 수준 욕구들과 변수값들을 설정하 다.

종속변수의 하위 욕구수준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도 bradshow(1977)의 인지적 욕구(felt 

need)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주로 선정하 다. 그러나 독립변수들에는 

bradshow가 제시한 규범적 욕구(normative need)에 의해서 선정된 것들도 있다. 즉, 심진예 외(2005)

의 선행연구에서는 근로지원인 활용정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근로 장애인의 학력, 직업, 장애

유형, 성별과 같은 독립변수들을 사용하 고, 이익섭 외(2007)의 선행연구에서는 근로지원인서비스에 

한 근로 장애인의 선택요인으로서 근로 장애인의 가구 소득수준, 장애등급과 같은 독립변수들을 사

용하 다. 황수정‧김언아(2007a; 2007b)의 선행연구에서는 근로 장애인의 근로지원인서비스 욕구조사

에서 근로 장애인의 주요 업무 역, 장애유형, 취업직종 등의 독립변수들을 사용하 다. 그리고 황수

정 외(2008)의 선행연구에서는 근로지원인시범사업에 참여한 근로 장애인 상으로 근로지원인서비

스 이용에 성별, 학력, 장애유형, 고용형태, 취업직종 등의 요인들이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어진 독립변수들을 본 논문에 사용한 것은 규범적 욕구에 의해서 선정된 

것이다. 선정된 독립변수들은 그 특성에 따라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 기타 특성과 같은 상위 변수

2) bradshow(1977)는 욕구의 기준을 정하는 주체에 따라 욕구를 인지적 욕구(felt need), 규범적 욕구
(normative need), 표현적 욕구(expressed need), 비교적 욕구(comparative need)와 같은 네 가지 
욕구 유형으로 제시하 다. 첫째, 규범적 욕구는 전문가의 지식과 판단에 의해 욕구의 기준을 설정
하고, 설정된 기준(규범)에 미달하는 경우 발생하는 욕구이다. 둘째, 인지적 욕구는 욕구의 상자가 
본인 스스로 결핍 또는 부족함을 인지하여 어느 수준까지 충족의 필요함을 느끼는 경우 발생하는 
욕구이다. 셋째, 표현적 욕구는 욕구 충족의 당사자가 욕구 충족을 위해 드러내는 행위로서 표현되
는 욕구이다. 이러한 욕구는 욕구 충족의 상물에 해 욕구 상자가 요청하는 횟수와 욕구 충족
을 필요로 하는 기자 순으로 측정된다. 넷째, 비교적 욕구는 욕구 충족의 기준이 되는 당사자 또
는 집단이 느끼는 만족감의 수준이 비교되는 집단이 느끼는 만족감의 수준보다 낮을 경우 발생되는 
욕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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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들로 구분되었다.

변수 

구분
개념  정의

조작  정의

(질문문항의 내용)

변수값 내용 변수값

유형

통계분석 

방법번호 응답항목의 내용

종속

변수

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한 욕구

근로지원인서비스가 

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

1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순

범주형

변수값

순 형

로짓회귀분석

2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보통이다

4 도움이 될 것이다

5 매우 도움이 된다

증장애인 

근로자들이 

근로지원인서비스의 

비용부담 유무에 

따른 이용 의사

1 무료라도 이용하지 않겠다

순

범주형

변수값

순 형

로짓회귀분석

2 유료라면 이용하지 않겠다

3 무료일 경우 이용하겠다

4 유료라도 이용하겠다

근로지원인서비스에 

한 증장애인 

근로자들의 이용 

희망 시간

- -
연속형

변수값
다 회귀분석

<표 2>  종속변수의 개념  정의와 조작  정의

거주지역을 독립변수로 선정한 이유는 회귀분석에 투입한 결과 지역의 차이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거주지역은 종속변수들의 순위형 변수값의 차이에 

모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연구에서 어떠한 요인에 의

해 차이가 발생하는가는 다른 연구에서 밝혀야 할 과제이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이러한 거주지

역별 차이는 근로지원인서비스에 한 욕구수준을 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 다.

거주지역에서 울산지역을 기준 변수값으로 사용한 이유는 근로지원인서비스 도움정도와 근로지원

인서비스의 이용의사와 같은 종속변수가 순위로 범주화된 변수값을 가질 경우 순위형로짓회귀분석을 

적용하여야만 한다(김태근, 2006; 김순귀‧정동빈‧박 술, 2008). 여기서 종속변수에 향을 미치는 독

립변수가 거주지역처럼 가변수 처리에 의해서 여러 개의 범주화된 변수값을 가질 경우, 어떠한 변수

값을 기준지역으로 정할지는 연구자의 임의에 달려 있지만(김태근, 2006: 132-141), 본 논문에서는 B 

추정값이 독립변수들 가운데 가장 최저값을 갖는 변수값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분석결과가 좋아

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종속변수들 중에 근로지원인서비스 도움정도의 순

위형 종속변수와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이용의사의 순위형 종속변수와 같은 두 개의 종속변수에 해서 

양쪽 모두 최저의 B 추정값을 갖는 거주지역의 변수값은 울산이었기 때문에 울산을 기준이 되는 거

주지역으로 설정하 다.

여기서 종속변수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비록 거주지역과 같은 명목변수의 값은 원래 크기나 

순서가 없다. 그러나 독립변수인 거주지역의 변수값들이 종속변수에 향을 미치는 순위를 갖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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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독립변수는 명목 측정수준에 속하면서 서열 측정수준에도 속하는 변수가 된다(김태근, 2006: 

144-145).

이상의 설명은 거주지역 이외의 다른 독립변수에 해서도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종속변수가 

연속 변수값을 갖는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이용 희망시간에 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기 하는 근로지원인서비스의 도움 정도,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이

용할 의사로 이루어진 종속변수에 해서는 모두 순위형로짓회귀분석을 적용하 으며 독립변수들의 

향을 검증하 다. 직장생활 관련 근무 및 업무보조 등에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

의 합계로 구성된 종속변수에 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어떠한 독립변수들이 이러한 종속변

수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했다. 여기서 순위형로짓회귀분석은 종속변수의 문항이 

범주형 순위 변수값으로 이루어질 경우 적용되어진다. 반면 다중회귀분석은 종속변수의 변수값이 연

속형 비율 변수값으로 이루어질 경우 적용되어진다. 검증을 위한 통계처리 및 분석을 위해 spsswin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 다.

4) 연구 모형

본 논문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의 근로지원인서비스에 한 욕구수준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데 적용되어진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인적 
특성

거주지역, 성별, 연령, 학력, 학교 유형, 

거주 형태, 가족의 활동보조, 지역유형,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발생시기

근로지원인서비스가 도움이 
되는 정도

직업적 
특성

취업직종, 근속연수, 근무형태, 근무일수, 

근무시간, 월평균임금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이용할 

의사

기타 
특성

장애로 인한 업무의 불편정도, 희망하는 
근로지원인 유형

근로지원인서비스에 대한 
이용 희망 시간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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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인적 특성 분석

조사 상자인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인적 특성을 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552명 가운

데 남성이 전체의 67%，여성이 3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은 20 가 209명(37.9%)，30 가 

177명(32.1%)，40  102명(18.5%)，50-60  이상이 64명(11.6%)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

력 수준을 보면, 무학이 14명(2.5%)，초졸이 45명(8.2%)，중졸이 70명(14.0%)，고졸이 313명(56.7

%)， 졸이 104명(18.8%)， 학원졸 이상이 6명(1.1%)으로 전체 80%이상이 고졸 이하로 나타났다. 

거주하는 환경은 도시 거주가 307명(55.6%)이고, 중소도시 거주는 222명(40.2%)으로 조사되었으며, 

거주 형태는 가족과의 동거가 408명(73.9%)이며，독신의 경우는 77명(13.9%)으로 조사되었다. 가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13.3%이며, 가족의 지원없이 생활하는 경우는 48.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조사 상자의 인  특성

(단위: 명，%)

변수명 변수값 빈도(비율) 변수값 빈도(비율) 

성별(n=552) 남자 370(67.0) 여성 182(33.0) 

연령(n=552) 
20  209(37.9) 30 177(32.1) 
40  102(18.5) 50-60  이상 64(11.6) 

학력(n=552) 
무학 14(2.5) (특) 졸 45(8.2) 

(특) 졸 70(14.0) (특)고졸 313(56.7) 
졸 104(18.8) 학원졸 6(1.1) 

지역유형(n=552) 
도시 307(55.6) 소도시 222(40.2) 

농어  23(4.2) 

거주형태(n=552) 

독신 77(13.9) 가족과 동거 408(73.9) 

기숙사 40(7.2) 생활시설 19(3.4) 

기타 6(1.1) 무응답 2(0.4) 

가족지원정도(n=551) 
없음 269(48.8) 음 142(25.8) 

간 66(12.0) 많음 74(13.4) 

장애유형(n=552) 

지체 150 (27.2) 뇌병변 45(8.2) 
시각 46(8.3) 청각 85(15.4) 
언어 28(5.1) 정신지체 92(16.7) 
발달 22(4.0) 정신장애 40(7.2) 
신장 28(5.1) 기타(심장, 호홉기, 

안면, 간질) 
16(3.0) 

장애정도(n=552) 
1 90(16.3) 2  277(50.2) 
3 185(33.5) - -

장애발생 시기 선천  185(33.5) 후천  367(66.5) 

보조공학 이용(n=552) 이용 150(27.2) 이용하지 않음 402(72.8) 

보조공학 필요(n=552) 필요 156(28.0) 필요하지 않음 39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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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관련한 특성에서 먼저 장애유형의 구성을 보면 지체장애인이 150명(27.2%)，정신지체장애

인이 92명(16.7%)，청각장애인이 85명(15.4%), 시각장애인이 46명(8.3%)，뇌병변장애인이 45명

(8.2%)，정신장애인이 40명(7.2%)，언어 및 신장장애인이 28명(5.1 %)，발달장애인이 22명(4%)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으로 장애정도에서는 1급 장애인이 90명(16.3%)，2급 장애인이 277명

(50.2%)，3급 장애인이 185명(33.5%)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발생 시기 면에서 후천적인 경우

가 선천적인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150명(27.2%)이었고, 

이용하지 않은 장애인이 402명(72.8)이었다. 작업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156명(28%)이었

으며, 396명(72)이 필요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 대상자의 근로지원인서비스 욕구에 대한 빈도분석

다음 <표 4>에서와 같이 근로지원인서비스의 도움정도와 이용의사에 한 빈도분석결과를 보면 중

증장애인들은 근로지원인서비스의 도움의 정도에 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2.0%가 도움이 되는 것으

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이용 의사에서의 ‘유료라면 이용하지 않겠다’와 ‘무료일 경

우 이용하겠다’를 이용료 지불 여부를 전제하지 않고 모두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면 그 

비율은 전체의 62.3%에 해당한다. 여기서 전자의 근로지원인서비스 도움의 정도에 한 욕구조사의 

결과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한 근로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중증장애인 근

로자들이 전체의 82.5%가 근로지원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결과(황수정․김언아, 2007)보다 도움이 

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지만 모두 근로지원이 중증장애인 부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리고 근로지원인서비스 상자 선정 기준에 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해 중증장애인을 

상으로 복수응답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표 4>와 같이 장애유형, 장애등급, 소득기준, 고용형태, 사

업장규모, 근속연수, 업무내용의 순으로 나타났다.3)

3) 중증장애인을 상으로 근로지원인서비스 상자 선정기준에 해 spsswin에서 순위형 다중응답분
석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Group $기준  선정기준
                                                               Pct of  Pct of

Category label                            Code      Count  Responses  Cases

장애유형                                     1        407       39.0     74.3
장애등급                                     2        331       31.7     60.4
소득기준                                     3        144       13.8     26.3
고용형태                                     4         70        6.7     12.8
사업장규모                                   5         35        3.4      6.4
근속연수                                     6         17        1.6      3.1
업무내용                                     7         39        3.7      7.1
                                  Total responses     1043      100.0    190.3

4 missing cases;  548 valid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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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욕구와 선정기 에 한 빈도분석 결과

(단위: 명, %)

근로지원인서비스의 도움 정도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이용 의사 선정기 1)

변수값 비율 변수값 비율 순 변수값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3.5 무료라도 이용하지 않겠다 37.7 1 장애유형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0.0 유료라면 이용하지 않겠다 4.5 2 장애등

보통이다 14.5 무료일 경우 이용하겠다 48.3 3 소득기

도움이 될 것이다 46.7 유료라도 이용하겠다 9.5 4 고용형태

매우 도움이 된다 25.3 - - 5 사업장규모

계 100 계 100 6 근속연수

주 : 1) 근로지원인서비스 상자 선정기준은 bradshow(1977)의 욕구유형 중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인지적 욕
구(felt need)를 근거로 하여 제시되었다. 즉, 장애인 근로자를 상으로 복수응답의 질문지로 의견을 조
사한 결과, 앞 페이지 하단의 각주 3과 같은 분석결과를 얻었다. 

3)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⑴ 근로지원인서비스의 도움 정도에 대한 순위형로짓회귀분석 결과

장애인근로자가 근로지원인서비스에 해 기 하는 도움의 정도를 측정하는 질문문항의 응답항목

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와 같이 5개의 범주화된 순위형 변수값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

여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검증할 경우 순위형로짓회귀분석을 적용하여야 한다(김태근, 2006; 

김순귀․정동빈․박 술, 2008).

순위형로짓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변수인 도움이 되는 정도에 

해 독립변수들이 23.0%를 설명해주고 있다. 개인적 특성의 하위변수에 속하는 거주지역에서는 전남, 

충북, 구, 전, 서울, 광주, 부산, 경기, 충남, 경남, 전북, 강원, 인천, 경북, 울산, 제주 순으로 중증

장애인들에게 근로지원인서비스의 도움이 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울산지역과 전

남, 충북, 구, 전, 서울, 부산지역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으나, 울산지역과 나머지 지역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장애유형에서는 신체내부장애, 신체외부장애, 정신적장애, 기타장애

의 순으로 근로지원인서비스의 도움이 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타장애와 신체내

부장애, 신체외부장애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으나, 기타장애와 정신적장애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장애등급은 1급, 3급, 2급 순으로 근로지원인서비스의 도움이 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등급과 1등급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만, 2급과 3급 간의 차

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장애등급 1급을 가진 장애인들이 3급을 가진 장애인들에 비해 근로지원인서

비스가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근로지원인서비스와 가장 유사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

한 장애인들 중 중증장애인일수록 취업 및 고용유지의 자신감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며(이

익섭 외, 2007), 근로지원인사업 시범운  평가결과(황수정 외, 2008)에서도 1급, 3급, 2급 순으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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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도움 정도

독립변수
도움 정도

B 추정값 순위 B 추정값 순위

인적 
특성

거주지역
(울산 기준)

강원 .577

전남>충북>
대구>대전>
서울>부산

인적 
특성

적음 .231
매우 적음 .128경기 1.630

지역유형
(농어촌 기준)

대도시 0경남 1.423
중소도시 .583경북 .308

장애 유형
(기타 장애 기준)

신체외부장애 1.051* 신체내부
장애>신체
외부장애>
기타장애

광주 1.698
대구 2.192** 신체내부장애 1.336*
대전 1.707*

정신적 장애 .574부산 1.681*
장애 등급
(3급 기준)

1급 .716*
1급>3급서울 1.704*

2급 -.230인천 .469
장애발생시기

(후천적 장애기준)
선천적 장애 0.057전남 3.888*

전북 .944

직업적
특성

취업직종
(단순기능직 기준)

전문직 .408충남 1.547
서비스직 -.175충북 2.500**

근속연수 -0.006제주 -0.099
근무 형태

(출퇴근+재택기준)
출퇴근 -.635성별

(여자 기준)
남자 .198 재택 -1.303

연령 0.003 주당 근무일수 -.304*

학력
(대학원 기준)

무학 0 근무시간 0.072초등학교 1.189
월급여 -1.544E-071)

중학교 1.544
고등학교 1.391

기타 
특성

장애로 인한
업무상 불편정도

(없음 기준)

매우 낮음 .917*

매우낮음>
없음

대학 1.173 낮음 .453

학교유형
(무학 기준)

일반학교 -1.746 보통 .368
높음 .650특수학교 -1.967

매우 높음 .126

거주형태
(타인과 거주 

기준)

단독 .424

근로지원인 유형
(모르겠음 기준)

활동보조인 1.342

모르겠음>
없음

가족과 거주 .587 비장애인동료 .271
회사기숙사 .203 자원봉사자 .763
그룹홈 1.585 가족 .366

친구 -0.030가족활동보조
(없음 기준)

매우 많음 .221 고용인 1.878

로지원인서비스를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 결과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 연령, 

학력, 학교유형, 거주형태, 가족의 활동보조 정도, 지역유형, 장애발생 시기와 같은 요인들은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적 특성의 하위변수에 속하는 주 평균 근무일수는 

적을수록 근로지원인서비스가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직종, 근속연수, 근무시간, 

월평균임금, 근무형태와 같은 독립변수들은 모두 향을 미치지 않았다.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의 불편정도에서 매우 낮은 불편정도를 가진 장애인, 높은 불편정도를 가진 

장애인, 낮은 불편정도를 가진 장애인, 보통의 불편정도를 가진 장애인, 매우 높은 불편정도를 가진 

장애인, 불편정도가 없는 장애인 순으로 근로지원인서비스의 도움이 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

다. 그러나 불편정도가 없는 장애인과 불편정도가 매우 낮은 장애인 간의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 다. 끝으로 희망하는 근로지원인 유형에서는 고용인, 활동보조인, 자원봉사자, 가족, 비장애동료

인, 기타, 모르겠음, 친구, 없음의 순으로 근로지원인서비스의 도움이 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장애인과 없음으로 응답한 장애인 간의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만, 나머지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5>  근로지원인서비스의 도움 정도에 한 순 형로짓회귀분석 결과



44  한국사회복지학 제63권 제 3 호

많음 .597 기타 0.053
중간 -.274 없음 -4.853**

R2 0.230
X

2
133.392***

※ * p<0.05, ** p<0.01, *** p<0.001

주 : 1) -1.544E-07 = 0.0000001544

⑵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이용 의사에 대한 순위형로짓회귀분석 결과

장애인근로자가 근로지원인서비스에 한 이용의사를 측정하는 질문문항에 한 앞<표 4>의 4개의 

응답항목들을 ‘무료라도 이용하지 않겠다’, ‘이용하겠다, ’유료라도 이용하겠다‘와 같이 3개의 범주화된 

변수값으로 재구성하 다. 이 가운데 ‘무료라도 이용하지 않겠다’를 근로지원인서비스에 한 지불의

사가 낮은 것으로 보고 ’유료라도 이용하겠다‘를 지불의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하 다. 이러한 순

위형 변수값을 갖는 근로지원인서비스에 한 이용의사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후 순위형로짓회귀분석

을 실행하 다. 그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변수인 이용의사에 해 독립변수들이 45.0%

를 설명해주고 있다. 거주지역에서는 강원, 전남, 충북, 전, 경남, 인천, 부산, 전북, 경북, 경기, 구, 

제주, 서울, 울산, 충남, 광주 순으로 중증장애인들에게 근로지원인서비스에 한 이용의사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울산지역과 강원, 전남, 충북, 전, 인천지역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으나, 울산지역과 나머지 지역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력에서는 학원졸․무학, 고졸, 중

졸, 졸, 초졸의 순으로 근로지원인서비스에 한 이용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원

졸과 고졸, 중졸, 졸, 초졸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무학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높은 중증장애인일수록 근로지원인 활용정도가 높다는 심진예 외(2005)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가족활동보조에서는 적음, 중간, 많음, 매우 적음, 매우 많음, 없음의 순

으로 근로지원인서비스에 한 이용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없음과 적음, 중간, 많음 간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으나, 그 이외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장애유형에서는 정신적장애, 신

체외부장애, 기타장애, 신체내부장애의 순으로 근로지원인서비스에 한 이용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기타장애와 정신적장애, 신체외부장애, 신체내부장애 간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 다. 장애등급은 2급, 3급, 1급 순으로 근로지원인서비스에 한 이용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3급과 2급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만, 3급과 1급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취업직종에서는 전문직, 단순기능직, 서비스직의 순으로 이용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단순기능직과 전문직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만, 단순기능직과 서비스직 간의 차

이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직일수록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이용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황수정･김언아(2007a; 2007b)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근무형태는 출퇴근+재택, 재택, 출퇴

근 순으로 이용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퇴근+재택과 출퇴근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만, 재택 간의 차이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근무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

치는 변수로 근무시간이 길수록 이용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의 불편정도

에서 높은 불편정도를 가진 장애인, 매우 높은 불편정도를 가진 장애인, 보통의 불편정도를 가진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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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이용 의사

독립변수
이용 의사

B 추정값 순위 B 추정값 순위

인적 
특성

거주지역
(울산 기준)

강원 8.053***

강 원 > 전
남>충북>
대전>인천

인적 
특성

적음 2.216***
매우 적음 1.033경기 1.547
대도시 0지역유형

(농어촌 기준)경남 4.085 중소도시 -0.006
경북 1.554

장애 유형
(기타 장애 

기준)

신체외부장애 2.286* 정신장애>
신체외부장
애>기타장
애>신체내
부장애

광주 -1.277
신체내부장애 -3.262**대구 .888

정신적 장애 2.681**대전 4.251**
부산 2.260 장애 등급

(3급 기준)
1급 -.246 2급>3급2급 1.301**서울 .205

장애발생시기
(후천적 장애 
기준)

선천적 장애 .906
인천 3.708*

전남 8.007***
전북 2.055

직업적
특성

취업직종(단순
기능직 기준)

전문직 1.215* 전문직>단
순기능직서비스직 -.919충남 -.162

근속연수 .811충북 6.013***
고용 형태

(무급종사자 
기준)

상용근로자 .855
제주 .391 임시직 1.209

일용직 -2.607성별
(여자 기준)

남자 -.605
근무 형태

(출퇴근+재택 
기준)

출퇴근 -425.077*** 출퇴근+재
택>출퇴근연령 -0.008

재택 -424.710

학력
(대학원 기준)

무학 0 대학원=무
학>고등학
교>중학교>
대학교>초
등학교

주당 근무일수 .176초등학교 -7.230***
근무시간 .325*중학교 -5.520** 월급여 -8.064E-071)

고등학교 -4.886*

기타 
특성

장애로 인한
업무상 
불편정도

(없음 기준)

매우 낮음 -.923

높음>매우
높음>없음

대학 -7.131*** 낮음 .216
학교유형

(무학 기준)
일반학교 3.834 보통 1.035
특수학교 3.801 높음 2.617**

거주형태
(타인과 거주 

기준)

단독 .505 매우 높음 2.480*

근로지원인 
유형

(모르겠음 
기준)

활동보조인 1.663가족과 거주 .210
비장애인동료 2.320회사기숙사 -1.168
자원봉사자 1.669

그룹홈 -.592 가족 1.508

가족활동보조
(없음 기준)

매우 많음 .391
적음>중간>
많음>없음

친구 -0.020
고용인 -1.346많음 1.762*
기타 1.282

중간 2.127** 없음 -8.951
R2값 0.450

X2
252.721***

인, 낮은 불편정도를 가진 장애인, 불편정도가 없는 장애인, 매우 낮은 불편정도를 가진 장애인 순으

로 이용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편정도가 없는 장애인과 불편정도가 높은 장애인, 불

편정도가 매우 높은 장애인 간의 차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고 그 이외의 불편정도를 가진 장

애인 간의 차이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별, 연령, 학교유형, 거주형태, 지역유형, 장애발생 시기와 

같은 요인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적 특성의 하위변수에 속하는 

근속연수, 주 평균 근무일수, 월평균임금과 같은 독립변수들도 모두 향을 미치지 않았고, 희망하는 

근로지원인 유형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6>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이용 의사에 한 순 형로짓회귀분석 결과

※ * p<0.05, ** p<0.01, *** p<0.001

주 : 1) -8.064E-07 = 0.000000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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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이용 희망 시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지원인서비스의 이용희망 시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범주형 독립변수들

을 더미변수로 처리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 다. 여기서 종속변수인 지원인서비스 이용희망시간

은 변수값이 비율척도로 이루어진 연속형 변수값이기 때문에 다중회귀분석에 적합하 지만, 3개 이상

의 범주형 변수값을 가지는 독립변수들은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특정 변수값을 기준으로 2개 이상의 

더미변수값으로 변환하 다(김태근, 2006; 이종환, 2008). 다중회귀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립변수

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tor)과 공차한계(Tolerence 

Limit)를 통해 확인한 결과, 3개의 더미변수 이외에 나머지 부분의 변수들에는 다중공선성의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는 기준인 분산팽창요인값 10 이하, 공차한계값 0.1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 기 때문

에 본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이종환, 2008). 회귀모형에 인적 특성, 직업적 특성, 

업무의 불편정도, 희망근로지원인 유형의 독립변수들을 모두 투입한 결과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종속변수인 이용희망 시간에 해 독립변수들이 46.5%를 설명해주고 있다.

거주지역에서는 전남, 전, 울산, 충북, 경북, 부산, 경기, 광주, 서울, 구, 인천, 충남, 전북, 경남, 

제주, 강원지역의 순으로 근로지원인 이용희망 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강원지역에 

비해 전남지역의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은 24.788시간 정도 근로지원인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기를 바

라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지역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평균 이용시간이 15.790시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북지역은 8.849시간 더 많이 이용하기를 희망하 고, 경기지역은 강

원지역에 비해 7.655시간 더 많이 이용하기를 바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의 나머지 지역은 강원지

역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근로지원인 이용희망 시

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등급에서는 1급, 3급, 2급의 순으로 이용희망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하 다. 이러한 점은 여전히 중증장애인일

수록 근로지원인서비스의 필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 이익섭 외(2007)의 연구와 황수

정 외(2008)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취업직종에서는 전문직의 장애인, 서비스직 장애인, 단순기능직 

장애인 순으로 근로지원인 이용희망 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문직은 단순기능직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서비스직과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황수정･김언아

(2007a; 2007b)의 연구와 같이 전문직 장애인일수록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는 출퇴근근무, 재택근무, 출퇴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장애인 순으로 이

용희망 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출퇴근 장애인과 재택근무 장애인 간의 이용희망 시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출퇴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장애인 간의 차이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출퇴근 장애인에 비해 재택근무 장애인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평균 이용시간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출퇴근 장애인일수록 근로지원인서비스 이용희망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근로지원인 유형에서는 친구, 모르겠음, 활동보조인, 고

용인, 기타, 비장애인동료, 자원봉사자, 가족을 선택한 장애인 순으로 이용희망 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중 활동보조인과 자원봉사자, 가족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으나, 나머지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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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활동보조인을 선택한 장애인이 자원봉사자와 가족을 선태한 장애인보다 근로

지원인 이용희망 시간이 더 높다는 점은 자원봉사자나 가족과 같은 임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로

지원인보다 계약에 의해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로지원인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반면, 성별, 학력, 가족의 활동보조 정도, 장애 유형, 장애발생 시기, 근속연수, 근무일수, 근무시간, 

월급여,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에서의 불편정도의 독립변수들은 근로지원인서비스 이용희망시간에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근로지원인서비스 이용희망시간에 한 다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모형4 독립변수 모형4
B 베타(β) B 베타(β)

인적
특성

거주지역
(강원지역 
기준)1)

경기 7.655 .307*

인적
특성

장애 유형
(신체외부장애)

신체내부장애 -1.638 -.037

정신적장애 2.454 .114

기타장애 -4.815 -.083

경남 1.632 .037 장애등급
(장애1급 기준)

장애2급 -5.642 -.292***
장애3급 -3.971 -.194*

장애발생시기
(선천적 장애기준) 후천적장애 1.991 .097경북 8.849 .186*

광주 7.417 .162

직업적
특성

취업직종
(전문직 기준)

서비스직 -2.119 -.082대구 6.377 .167
단순기능직 -6.817 -.326***대전 15.790 .352***

근속연수 0.044 .007부산 7.666 .182
근무형태

(출퇴근 기준)
재택 -10.574 -.122*서울 6.607 .290

출퇴근+재택 -12.094 -.053인천 6.083 .172

근무일수 .522 .036전남 24.788 .217***

전북 2.258 .049 근무시간 .276 .046
충남 4.481 .082 월급여 -3.307E-06 -.112
충북 8.953 .164

기타 
특성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 
불편정도

(매우 낮음 기준)

낮음 1.580 .066제주 .986 .015
보통 1.509 .076울산 10.154 .140
높음 4.041 .139성별

(남자 기준) 여자 -.801 -.039
매우 높음 -1.611 -.033연령 .125 .142*

없음 3.720 .139

학력
(무학 기준)

초등졸 -4.478 -.120
중졸 -6.284 -.193

근로지원인 유형
(활동보조인 기준)

비장애인동료 -2.518 -.093
고졸 -5.944 -.303 자원봉사자 -3.017 -.148*
대졸 -7.065 -.301

가족 -4.257 -.154*대학원졸 9.625 .103
친구 2.059 .053

가족활동
보조

(매우 많음 
기준)

많음 1.197 .036
중간 1.084 .036 고용인 -.168 -.003
적음 -2.478 -.084

기타 -2.423 -.058매우적음 -2.037 -.072
모르겠음 .372 .003없음 -2.833 -.146

R2 0.465
R2 변화량 0.061

F값 3.016***

※ * p<0.05, ** p<0.01, *** p<0.001

주 : 1) 다중회귀분석에서 거주지역에서 강원지역을 기준 변수값으로 선정한 이유는 종속변수인 장애인 근로
자가 희망하는 근로지원인서비스 시간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거주지역처럼 가변수 처리에 의해서 
여러 개의 범주화된 변수값을 가질 경우, 어떠한 변수값을 기준지역으로 정할지는 연구자의 임의에 달려 
있지만(김태근, 2006: p. 132-141), 본 논문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서 얻어지는 B값이 최저값을 
갖는 강원지역의 변수값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분석결과가 좋아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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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1)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

도움정도, 이용의사, 이용희망 시간의 종속변수에 한 빈도분석결과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의 

근로지원인서비스에 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고, 중증장애인의 근로지원인 선정기준에 한 우선 순

위는 장애유형, 장애등급, 소득기준, 고용형태, 사업장규모, 근속연수, 업무내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요인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서 근로지원인서비스에 한 욕구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근로지원인서비스 욕구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추가

하여 순위형로짓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다음 <표 8>에서와 같이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욕

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거주지역, 연령, 학력, 가족의 활동

보조, 취업직종, 근무형태, 주당근무일수, 장애로 인한 불편정도, 희망하는 근로지원인 유형인의 변수

들이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지원인서비스 욕구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욕구에 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종속변수

도움 정도 이용 의사 이용희망 시간

거주지역
남>충북> 구> >

서울>부산
강원> 남>충북>

>인천
남> >경북>
경기>강원

연령 × × 높은 연령>낮은 연령

학력 ×
학원=무학>고졸> 졸>

졸> 졸
×

가족활동보조 × 음> 간>많음>없음 ×

장애유형
신체내부장애>신체외부장애

>기타장애
정신장애>신체외부장애>
기타장애>신체내부장애

×

장애등 1 >3 2 >3 1 >3 >2

취업직종 × 문직>단순기능직 문직>단순기능직

근무형태 × 출퇴근+재택>출퇴근 출퇴근>재택

주당근무일수 음> 많음 × ×

불편정도 매우 낮음>없음 높음>매우 높음>없음 ×

근로지원인유형 모르겠음>없음 ×
활동보조인>자원 사자>

가족

※ ☓ 표시는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음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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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적 함의와 정책적 함의

본 논문은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지원인서비스에 한 욕구가 어떠한 요인들의 향을 받는지를 파

악하고 서비스 상자 선정과 운 에 따른 실천적 함의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상자인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은 근로지원인 선정기준을 장애유형, 장애등급, 소득기준, 

고용형태, 사업장규모, 근속연수, 업무내용의 순으로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지원인서비스는 중

증장애인에게 부분에게 도움이 되며, 또한 이용할 의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

로지원인서비스 도입의 필요성과 상자 선정 시 고려되어져야할 기준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본 연구의 통계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선정기준의 우선 순위에 제외된 요인들로서 거

주지역, 학력, 가족활동보조, 취업직종, 근무형태, 장애로 인한 불편정도, 희망하는 근로지원인 유형 등

은 모두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욕구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분석되었다. 즉, 거주지역에서 전남은 

근로지원인서비스에 한 욕구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활동보조가 적을수록, 전문직일수록, 출퇴근하는 장애인일수록, 장애로 인한 불편정도가 높을수록, 

유급의 활동보조인을 희망할수록 근로지원인서비스에 한 이용희망시간 또는 이용의사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로지원인 선정에 이러한 요인들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둘째, 근로지원인서비스제도는 활동보조지원제도와는 달리 본인 또는 사업주의 부담이 부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07년 9월 17일부터 1년간 

시범 운 되었던 근로지원인사업의 시범운 평가 결과(황수정 외, 200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근로

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전체의 12.8%가 자비용 전액을 부담하 고 사업주의 80.9%가 자비용 

전액을 부담하 으며, 공동부담이 6.4%이었으며, 이 가운데 장애인근로자가 부담하는 자비용은 전체 

비용의 평균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근로지원인서비스제도가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와 함께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자립생활의 현실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아진다.

셋째,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장애인일 경우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이용은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근로를 통한 경제적 자립, 일에 한 만

족감, 전문성 향상, 승진과 창업에 한 자신감, 호봉 상승으로 인한 급여 증가, 가족에 한 가장으로

서의 역할 등에 한 만족감을 증진시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근로지원인 고용을 통해 취약계층에 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한다. 근로능력을 가진 

중증장애인에 해 근로지원인서비스를 통한 고용은 자립생활에 필요한 소득보장과 함께 중증장애인

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한 권리와 근

로의 권리를 실현하는 근로연계복지정책으로서의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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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실천적 함의와 정책적 함의와 함께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개발원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의견을 반 한 욕구조사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를 토 로 연구설계가 이루어짐에 따라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선정에 한 제한이 따랐고, 선

행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의 변수 선정에 한계가 있었다.

둘째,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근로자를 상으로 한 욕구조사이다. 근로지원인서비스에 한 도움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용할 의사는 어떠한지,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이용시간이 얼마인지에 한 근

로지원인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의 사전 의견조사이다. 따라서 만족도조사나 경험조사, 또는 평가조사

와 같은 사후조사와는 다르다. 동일한 조사 상자에 한 이러한 사후조사를 통해 재검증이 필요한 

연구이다. 이러한 사후조사에 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셋째, 본 연구는 양적조사이기 때문에 심층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 관한 질적조사의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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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Needs for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n the Workplace for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Han, Kyung-Sung

(Yangsan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d factors to affect needs for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n 

the workpla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statistical analyses adapted in this 

study were the Frequency Analysis, Ordered Logit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rough the Frequency Analysis many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in 

the workplace found to have a high desire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n 

the workplace, and factors like types of disability, the degree of disability, income 

basis found to include in the selection criteria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n the 

workplace. 

Second, through Ordered Logit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actors to affect needs for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n the workpla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found to include factors like residential district, age, level of 

education, assistance activities of family. By the results of analysis, it is suggested 

practical implica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Key words: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n the 

Workplace, Independent Living for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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