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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정책효과로서 수급자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켰는지에 대해 평가하
고자 한국복지패널 6차(2011년)과 12차(2017년)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성향점수매칭 중 Caliper matching
을 이용하여 제도를 이용한 실험집단 64명과 이용하지 않은 통제집단 344명을 선정하였다. 집단간 특성차이는 카이제
곱검정을 이용하였고, 제도 전후의 정책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단순이중차이분석과 이중차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제도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이용자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제도 이용자의 수의 적음으로 인한 낮은 통계적 검정력과 불완전한 매칭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서비스만으로는 장애인 자립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제도의 효과를 나
타내기 위해 전문화된 서비스와 장애인과 부양가구원의 요구에 맞는 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융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도, 노동시장, 정책효과, 성향점수매칭, 이중차이분석

Abstract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6rd and 12th year of the Korean Welfare Panel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PAS) system on the labor market of PAS users' participation.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64 program groups using the Korean PAS and 344 control groups not 
using the Korean PAS were selected using Caliper matching amo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A 
chi-square test was used for the difference in characteristics between groups, and a simple 
difference-in-differences (DID) model and a double-differenc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DID were 
performed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policy before and after the Korean PA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statistically, PAS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labor market. This is due to the low 
number of system users, resulting in low post-hoc power, incomplete matching and limited availability 
of PAS Assistants for Disabled People. Therefore, In order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PAS) system, specialized services and systems that meet the needs of the 
disabled and household members should be implemented.

Key Words : Convergenc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Labor market, Effect 
of policy, Propensity Score Matching,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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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서론
노동력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감소되었고, 
이는 생산력 저하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노동력을 모색하고 대체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
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와 같은 노동력은 인간의 감정을 
통해 공감하고 제공되어야 하는 섬세한 부분이므로 기계
가 대체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사회적으로 요
구되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력을 보유한 대상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잔
존하면서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
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장애인 가족의 노동
시장 참여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가족 중 장애가 있는 구성원이 존재할 경우 돌봄 의무로 
인해 가족 구성원의 사회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
하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돌봄은 주로 가족이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가족 기능의 변
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의 사회적 변화로 돌봄노동
에 대한 책임과 수행이 어려움에 직면하였다[1,2]. 서구 
복지국가는 이에 대해 노동시장이 가족의 변화에서 기인
한 현상으로 보고 장애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위
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오고 있다[3]. 

국내에서도 2007년 4월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장
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중증장애인에게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며, 
부양가구의 부담을 감소시켜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
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4]. 이후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법적 근거를 마
련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하며 확
대·개편되었다[4].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사회보장제도의 
이념에서 비추어 보면 진보된 것이며, 제도 수급자 가구
원의 노동시장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경제적 효과 중 제도 
수급자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에 관심을 둔다. 제
도를 통해 제공되는 공식적인 자립지원이 수급자 가구원
의 비공식적인 자립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면, 돌봄 제
공자에게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의 노동시장 참여 효과
는 공식적인 자립지원이 비공식적 자립지원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

도가 실제 목표로 했던 수급자 가구의 부담을 감소시키
고 있는지,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에 얼마만큼 효과적
인지에 대한 논의는 학술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정책적 효과로 돌봄부
담이 감소되면 수급자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
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이래 장애인 돌봄부담에 대
한 정책적 대응이 법률에 입각해 도입된 지 13년차에 접
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이용 자격의 까다로움, 
본인부담금 부담, 서비스 제공시간의 부족 등과 같은 문
제점들이 보고되고 있으며[5], 전체 장애인 수 대비 실제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수는 매우 제한되어 있어 여전히 
수급자 가구의 노동 과부하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6].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사
회복지제도가 발달한 서구유럽 국가들 조차도 제도와 장
애인 노동시장 참여 간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연구가 전
개되고 있을 뿐[7] 수급자 가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반면, 장애인 사회복지제도가 성숙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제도로 인한 수급자의 삶의 질이나 만족도[8], 제
공인력의 직무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을 뿐[9], 
제도가 수급자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연구와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방법론을 이용해 정책을 평가한 연
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차이며, 제도가 
수급자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도
를 시행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정책효과 중 경제적 효
과로서 제도가 수급자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
켰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복지패널(KWPS: Korean 

Welfare Panel Study)』 제 6차년도(2011년)와 12차년
도(2017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장애인 
가구와 가구원의 다양한 특성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2007년부터 3년 마다 수집하고 있으며, 
현재 2019년(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귀속연도 기준 
2018년)까지의 자료가 구축되어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은 실험집단 64명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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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 Variable measurement

  
Dependent 
variable

Labor force 
participation Participation(Non-participaion=0)

Gross annual 
income   

Table 1. Composition and Measurement of variables

을 받지 않은 통제집단 344명을 선정하여 제도 실시 전
후의 변화를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해 패널자료를 이용하
였다. 

본 연구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수급자 부양가
구원이다. 해당 제도의 가구원은 실험집단이 되고, 비수
급자 부양가구원은 통제집단이 된다. 이 제도는 2007년 
기준으로는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011년에 1~3급으로 제도가 확대·시행되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전인 귀속연도 기준 2010년(6차년도)과 제도 
확대·시행 후인 귀속연도 2016년(12차년도) 이용자를 기
준으로 하였다. 

2.2 변수정의
2.2.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정책 효과로서 제도 도입의 효과는 종속변

수인 노동시장 참여가 제도 도입 이전에 비해 제도 도입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
속변수는 노동시장 참여 효과변수로 경제활동참여여부, 
연간총근로소득, 노동참여시간인 연간근로시간과 주당평
균근로시간으로 하였다. 

  
2.2.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설정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된 변수인 시기더미, 집단더미, 정책효과더미(상호작
용더미)이다. 시기더미는 제도 시행여부로 시행 전과 후
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제도 시행 전은 
6차년도 자료로 ‘0’의 값을 가지며, 시행 후는 12차년도 
자료로 ‘1’의 값을 가진다. 집단더미는 제도 수급집단과 
비수급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제도 영향을 받은 실험집단 ‘1’과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 
‘0’으로 구분하여 더미화하였다. 정책효과더미는 제도 이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상대적 차이를 측정함으로써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순수한’ 효과인 노동시장 참여 
효과를 보여준다. 이는 시기더미×집단더미인 상호작용
항을 통해 구성하였다. 

2.2.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정책에 대한 개입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가구원의 성별, 연령, 가구원수, 거주지역, 교육수
준, 결혼상태, 만성질환 유무로 설정하였다. 

2.3 자료분석
2.3.1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본 연구는 제도 수급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이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였다. 또한 최적일
치법(STATA의 optmatch의 caliper 0으로 설정)을 이
용하여 1:5의 비율로 매칭하였다. 이후 6차년도와 12차
년도에 동일하게 관찰되는 대상을 선택한 결과, 수급집
단(실험집단) 64명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동질성이 있는 
비수급 집단(통제집단) 344명을 선정하였다.

2.3.2 이중차이모형(difference-in-difference model)
제도의 영향을 받은 실험집단과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선택편의를 제어한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비교
하기 위해 이중차이모형을 적용하였다. 이중차이모형은 
시간불변의 교란항을 제거할 수 있으며, 효과성도 파악
되므로 제도 전후의 정책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10]. 단
순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여 제도 실시 전인 귀속연도 
2010년 실험집단과 제도 실시 후의 통제집단의 노동시
장 참여율의 차를 구하고 다시 그 차의 차를 구하여 제도
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집단에게 동일하
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제3의 경제적 요인 및 기타 제도 
변화로 인한 영향을 차단할 수 있으며, 두 집단에 대한 
시간적 흐름이 통제되어 제도의 순수효과를 추정가능하
다. 실험집단은 귀속연도 2010년에는 비수급자였다가 
2011년에 수급자가 된 집단이며, 통제집단은 귀속연도 
2010~2016년까지 계속적으로 비수급자 집단으로 성향
점수 매칭에 의해 실험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도록 
구성된 집단이다. 그러나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특성과 노동시장의 수요와 같은 기타변
수를 통제하지 못하며, 제도의 노동시장 참여 효과 추정 
결과는 두 집단의 이질성으로 인해 오염될 수 있다. 그러
므로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
서 두 집단의 제도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추정하기 위해 
이중차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STATA 16.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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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working 
hours   

Average working 
hours per week    

Independent 
variable

Time dummy 2017year(2011 year=0)

Group dummy Program(Control=0))

Policy effect 
dummy

Interaction=Time dummy x Group 
dummy

Control 
variables
  
  
  
  
  
  

Gender Female(Male=0)

Age(year) 30~39, 40~49, 50~59, ≥60
(20~29=0)

Household 
members(person) 2-4, ≤5(1person=0)

Region Metropolitan(Rural=0)

Education Middle, High school, ≥College
(≤Elementary=0)

Marital status Separated, divorced, widowed
, Never married(Married=0)

Chronic disease Yes(No=0)

Characteristics
Total(%)  Program

(%)
Control

(%)   χ2(p*)

408 100.0 64 15.68 344 84.31   

Gender
Male 312 76.40 42 65.60 270 78.50 4.962

(0.036)Female 96 23.60 22 34.40 74 21.50

Age

20-29 33 8.10 9 14.10 24 7.00

1.598
(0.139)

30-39 33 8.10 7 10.90 26 7.50
40-49 51 12.50 9 14.10 42 12.20
50-59 174 42.60 20 31.20 154 44.80
≥60 117 28.70 19 29.70 98 28.50

Household 
members
(person)

1 59 14.50 24 37.50 35 10.20
32.601
(<0.001)2~4 311 76.20 36 56.25 275 79.90

≥5 38 9.30 4 6.25 34 9.90

Table 3.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after matching

Variable  Program(%) State before 
matching(%)

 chi2 p-value*

Education ≤Elementary  35(54.69) 7,252(54.69)

9.552 0.023
Middle school  20(31.25) 5,157(31.25)

High school   2(3.13) 1,919(10.68)

≥College   7(10.94) 3,644(20.28)

Age 20-29   9(14.06) 2,142(11.92)

12.289 0.01530-39   7(10.94) 2,324(12.93)

40-49   9(14.06) 3,119(17.35)

Table 2.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before matching

50-59  20(31.25) 2,878(16.01)

≥60  19(26.69) 7,509(41.78)

Gender Male  42(65.63) 7,752(43.13)
13.146 0.000

Female  22(34.38) 10,220(56.87)

total 18,036  64(0.35) 17,972(99,65)     
*p<0.05

3. 연구결과

3.1 성향점수 매칭 전 연구대상자의 특성
Table 2는 성향점수 매칭 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이다. 본 연구의 전
체 대상자는 18,036명으로 실험집단 64명(0.35%), 매칭
전 실험외집단 17,972명(99.65%)이었다. 가구원의 교육
수준은 실험집단의 경우 초졸 이하 54.69%, 중졸 
1.25%, 고졸 3.13%, 대졸 이상 10.94%이었고, 실험외
집단은 초졸 이하 54.69%, 중졸 31.25%, 고졸 10.68%, 
대졸 이상 20.28%로 초졸 이하가 가장 높았다. 

연령의 경우 실험집단은 50대 31.25%, 60대 이상 
26.69%이었고, 실험외집단은 50대 16.01%, 60대 이상 
41.78%로 나타났다. 성별은 실험집단은 남성 65.63%, 
여성 34.38%이었고, 실험외집단은 남성 43.13%, 여성 
56.87%로 나타났다. 

3.2 성향점수 매칭 후 연구대상자의 특성
Table 3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의 인구학적 특성이다. 본 연구의 전체 대상자는 408명
으로 실험집단 64명(15.68%), 통제집단 344명(84.31%)
이었다. 가구원의 성별은 실험집단은 남성 65.60%, 여성 
34.40%이었고, 통제집단은 남성 78.50%, 여성 21.50%
로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 연령의 경우 실험집단
은 50대 31.20%, 60대 이상 29.70%이었고, 통제집단은 
50대 44.80%, 60대 이상 28.50%로 50대, 60대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수는 실험집단의 경우 1인 37.50%, 2
인~4인 56.25%, 5인 이상 6.25%이었고, 통제집단은 1
인 10.20%, 2인~4인 79.90%, 5인 이상 9.90%로 가구
원수가 2~4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의 거주지역
은 실험집단의 경우 비수도권 68.75%, 수도권 31.25%
이었고, 통제집단은 비수도권 61.05%, 수도권 38.95%
로 비수도권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의 교육수준은 실
험집단의 경우 초졸 이하 54.70%, 중졸 31.30%, 고졸 
3.10%, 대졸 이상 10.90%이었고, 통제집단은 초졸 이하 
57.85%, 중졸 29.65%, 고졸 2.00%, 대졸 이상 10.50%
로 초졸 이하가 가장 높았다. 가구원의 결혼상태는 실험
집단에서 결혼 21.88%, 이혼·별거·사별 26.56%, 미혼 
51.56%이었고, 통제집단은 결혼 70.30%, 이혼·별거·사
별 16%, 미혼 13.70%로 나타났다. 가구원의 만성질환 
여부는 실험집단의 경우 만성질환 없음 81.25%, 있음 
18.75%이었고, 통제집단은 만성질환 없음 50.87%, 있
음 49.1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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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Rural 254 62.25 44 68.75 210 61.05 1.368

(0.264)Metropolitan 154 37.75 20 31.25 134 38.95

Education

≤Elementary 234 57.40 35 54.70 199 57.85

0.442
(0.856)

Middle 
school 122 29.90 20 31.30 102 29.65

High school 9 2.20 2 3.10 7 2.00
≥College 43 10.50 7 10.90 36 10.50

Marital 
status

Married 256 62.75 14 21.88 242 70.30

63.155
(<0.001)

Separated, 
divorced, 
widowed

72 17.65 17 26.56 55 16.00

Never 
married 80 19.60 33 51.56 47 13.70

Chronic 
disease

No 227 55.60 52 81.25 175 50.87 20.174
(<0.001)Yes 181 44.40 12 18.75 169 49.13

 *p-value<0.05

3.3 노동시장 참여 효과성 비교
Table 4는 위해 단순이중차이분석과 증감율을 파악

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인한 노동시장 참여의 효과
성을 파악하였다. 노동시장 참여효과 변수인 경제활동 
참여의 경우 실험집단은 제도 도입 전 -1.22였고, 도입 
후는 -1.21로 제도 도입 전후 차이는 0.001이었으며, 증
감율은 -0.08%이었다. 통제집단은 도입 전 10.594, 도
입 후 10.589로 제도 도입 전후 차이는 -0.005이었고, 
증감율은 -0.05로 나타났다. 실험집단 도입 전후 차이와 
통제집단 도입 전후 차이의 차이에 대한 증감율은 
-120.0%이었다. 연간총근로소득(천원)의 경우 실험집단
은 제도 도입 전 -17.97이었고, 도입 후는 -17.96으로 
제도 도입 전후 차이는 0.01이었으며, 증감율은 -0.06%
이었다. 통제집단은 도입 전 26.50, 도입 후 26.49으로 
제도 도입 전후 차이는 -0.01이었고, 증감율은 -0.05로 
나타났다. 실험집단 도입 전후 차이와 통제집단 도입 전
후 차이의 차이에 대한 증감율은 -176.92%이었다. 연간
총근로시간은 실험집단은 제도 도입 전 469.35이었고, 
도입 후는 469.13으로 제도 도입 전후 차이는 -0.22이
었으며, 증감율은 -0.05%이었다. 통제집단은 도입 전 
327.97, 도입 후 327.81로 제도 도입 전후 차이는 
-0.16이었고, 증감율은 -0.05로 나타났다. 실험집단 도
입 전후 차이와 통제집단 도입 전후 차이의 차이에 대한 
증감율은 35.80%이었다. 주당평균근로시간은 실험집단
은 제도 도입 전 301.91이었고, 도입 후는 301.77으로 
제도 도입 전후 차이는 -0.15이었으며, 증감율은 
-0.05%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은 도입 전 143.37천시간, 
도입 후 143.30으로 제도 도입 전후 차이는 -0.07이었
고, 증감율은 -0.05로 나타났다. 실험집단 도입 전후 차
이와 통제집단 도입 전후 차이의 차이에 대한 증감율은 
105.63%로 나타났다. 

  
Program(A) Control(B)

  
(A)-(B)

  
(A)-(B) 

I/D 
rate(%)

Before After
D

I/D  
rate(%

)

Before After
D

I/D  
rate
(%)Mean Mean Mean Mean

Labor 
force 
participatio
n

-1.22 -1.21 0.001 -0.08 10.594 10.589 -0.005 -0.05  0.01 -120.0

Gross 
annual 
income
(One 
thousand 
won)

-17.97 -17.96 0.01 -0.06 26.50 26.49 -0.01 -0.05  0.02 -176.92

Annual 
working 
hours

469.35 469.13 -0.22 -0.05 327.97 327.81 -0.16 -0.05 -0.06  35.80

Average 
working 
hours per 
week
(Thousand 
hours)

301.91 301.77 -0.15 -0.05 143.37 143.30 -0.07 -0.05 -0.08 105.63

D : Difference
Increse/decrese : I/D

Table 4.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and increase/ 
decrease rate

3.4 다중이중차이 회귀분석
Table 5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제도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이중차이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이다. 제도 도입 후 경제활동참여
(Coef=-0.31), 연간총근로소득(Coef=-0.13), 주당평균
근로시간(Coef=-0.17)은 감소하였고, 연간총근로시간
(Coef=0.28)은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Labor force 
participation

Gross annual 
income

Annual working 
hours

Average 
working hours 

per week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Policy effect dummy -0.31 0.22 -0.13 0.25 0.28 0.21 -0.17 0.04
Group dummy -6.09 3.63*** -0.67 1.21 -4.77 3.56*** -16.57 3.57***
Time dummy 0.09 0.19 0.09 0.39 -0.57 1.02 -0.24 0.13
Gender -4.397 4.13*** -1.75 4.60*** -3.40 4.34*** -14.25 4.44***
Age(year) -0.05 1.54 0.003 0.19 -0.09 2.42** -0.32 2.39**
Household members 0.04 0.12 0.14 0.89 0.27 0.74 0.63 0.49
Region
(Metropolitan)  0.72 1.00 0.63 1.95* 1.26 1.61 6.14 2.24**

Education

Middle 
school 0.45 0.50 0.87 2.18** 0.48 0.49 3.27 0.97

High school - - -0.57 0.63 -7.9 3.53*** -29.10 3.78***
College -1.02 0.94 1.34 2.48** -0.88 0.67 -2.09 0.46

Marital 
status

Separated, 
divorced, 
widowed

-2.99 2.71*** -1.13 2.39** -2.06 1.79* -10.25 2.56**

Never 
married -2.17 2.05** -1.28 2.41** -2.93 2.26** -11.20 2.49**

Chronic disease 1.51 2.40** 0.41 1.42 -0.17 0.24 1.21 0.50
cons 6.28 2.27** 1.49 1.22 12.94 4.36*** 46.01 4.47***
S.E; Standard Error
* p<0.1; ** p<0.05; *** p<0.01

Table 5. Difference-in-differences multipl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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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
공함으로써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
담을 줄여 장애인 삶의 질의 증진을 목적으로 2007년 4
월에 도입되었다[12].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된 이
후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가족 부담의 경감 등의 긍정적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정책효과 중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로서 
제도가 수급자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켰는지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6
차와 12차 자료를 이용하여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분
석을 통해 돌봄을 제공하는 부양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
를 증가시켰는지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 가구원의 노
동시장 참여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 관점으로 살펴 보았을 때 권 등[13] 연구
에서는 분석에 투입된 통제변수들의 영향력의 크기가 노
동시장 참여 변수들의 영향력의 크기보다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13]. 

한편, 제도와 노동시장 참여에의 유의하지 않은 차이
에 대한 결과 해석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2017년
(귀속연도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용자의 수는 
56명으로 통계적 검정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의 통제집단에 대한 회귀계수의 크
기는 낮은 수준이었고 특히, 주당평균근로시간은 더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산출한 post-hoc 
검정력은 44.3%의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낮은 검정력
으로 인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이후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정책효과는 미비하다’는 결론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해석 이전에 제2종 오류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를 분석함에 있어 1:5의 성향점수매칭을 
수행하였으나 통제집단이 더 추출되는 불완전한 매칭이 
이루어진 부분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성별, 연령, 교육수
준 등의 주요 요인들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분포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고, 패널분석을 통해 시간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변수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확률효과모형
을 4가지 유형으로 수행했을 때도 결과 값의 차이는 나
타나지 않음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다차원적인 
데이터 검토 및 분석과정을 고려할 경우 제도와 노동시
장 참여와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에 관한 결과

는 일부 자료의 한계로 발생한 결과임을 배제할 수 없다.
통계적 관점 이외에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활동지

원사의 서비스만으로는 장애인 자립에 한계가 있기 때문
에 가족의 부양 부담으로 이어진 결과일 것으로 생각된
다. 선행연구에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정책 모형에 
적용했을 때 활동보조인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장애인의 
유형과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 등 제도 지원
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4]. 또한 청소년, 성인 
장애와 같이 대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은 실
질적인 지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효과적이지 않다[15]. 
장애아동의 경우 학교와 관련된 서비스가 필요하며, 정
신 장애인은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방법, 청각장애인은 
수화통역, 간질장애인은 증상 별 대처방법 등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나 세분화된 전문영역의 수요에 관한 활동
지원사가 현재까지는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16]. 사회복
지 분야가 잘 발달된 일본은 이 제도 외에 서비스 종류별 
필요에 따라 주간보호와 단기보호 및 취업과 관련한 서
비스까지 지원하고 있다[5]. 이러한 세분화된 다양한 서
비스는 가족 돌봄을 벗어날 수 있게 하여 가구원의 노동
시장 참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현재
까지는 가구원을 장애가족의 돌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
되어 사회활동에 참여하기에는 미흡함이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 자료인 한
국복지패널의 장애인부가조사는 2007년 조사를 시작으
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제도의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신청자격 확대는 2019년에 실시되었다. 그러나 본 
자료는 2019년도에 14차 자료가 공개되었지만 조사는 
2018년이므로 2019년 이후 자료는 아직 생성되지 않았
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제도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2019년 이후 자료를 추가하여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동시장 참여
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였지만, 한국복지패널자료
를 이용하여 제도 이용여부에 대한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성향점수 매칭을 통한 실험군과 통제
군 선정과 분석에 있어 이중차이분석을 통한 제도의 효
과 평가,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변수 보정 등의 바이어스
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한 것에 대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온 
제도의 연령제한, 활동지원사의 전문성, 자부담 등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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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제도는 장애인 대상자
와 부양가구원의 요구를 수용하여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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