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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기대여명과 신규장애인등록률:
연령별 사망률에 근거한 탐색적 산출
김정석1) ․ 이진우2) ․ 노승현3)
요약
장애인의 기대여명과 장애인의 신규등록률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장
애인의 연령대별 사망률에 근거해 이 두 가지를 산출해 보려는 의도를 가진다. 표준적인 생명표
작성 기법을 응용해 본 결과, 장애인의 기대여명은 모든 연령대에서 비장애인의 그것에는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기대여명 유형은 두 집단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산출된 생명표와 기대여명은 어는 정도 수용 가능한 것으로 인식된다. 다음으로 신규
등록장애인수를 두 시점 간 등록장애인수의 차이와 사망자수로 분해해 추정하였다. 이들 신규등
록장애인 규모가 전체 비장애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노화에 따른 장애 발생률이 상당함을 시사한다. 또한 신규등록장애인이 전체 등
록 장 애 인 속 에 서 차 지 하 는 비 율 은 연 령 에 따 라 U자 형 태 를 보 였 는 데 , 이 는 저 령 층 과 고 령 층 의
장애인들 중에 신규등록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실험적 방법을 통해 산출된
연구 결과의 함의점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지점을 지적한다. 본 연구는
주어진 자료의 한계 속에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후
장애인에 관한 기초통계를 마련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용어 : 장애인생명표, 신규장애발생률, 인구학적 기법

1. 서론
현재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세계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
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나아갈 것이라 전망된다(통계청, 2015). 일반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장애인구의 고령화 경향도 국제적으로 두드러진 현상이다(Glen, 2001).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32.5%(2005년), 36.1%(2008
년), 38.8%(2011년), 43.3%(2014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호승희 외, 2016). 이는
같은 해당기간 전체인구의 고령화 비율인 9%, 10.2%, 11%, 12.4% (통계청) 보다 적어
도 3배 이상 큰 수치로 장애인구는 벌써 전체인구가 앞으로 겪을 초고령화 상태를 먼
저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장애인구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은 장애인의 수명이
증가하기 때문이며(Putnam, 2002; 2007), 이는 응급의료의 발전, 재활공학, 공중보건,
소비자 교육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Ansello & Janicki, 2000).
1) 교신저자. 서울시 중구 필동,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E-mail: chkim108@dongguk.edu
2) 서울시 중구 필동 동국대학교 인구와사회연구소 전임연구원. E-mail: jinwoolee142@gmail.com
3) 경기도 용인시 루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mail: rsh0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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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여명은 수명증가와 사망력 감소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주요 지표이다.
연령별 사망정보를 기반으로 생산되는 기대여명은 대체로 전체 인구와 성별 정도를
구분하여 제공/사용되었다(권태환 & 김태헌, 1990). 그러나 하위 인구집단에 대한 관
심과 가용한 자료가 확보되면서 점차 특정인구집단별로 기대여명이 산출되어 왔다.
대표적인 예가 사회경제적 수준의 지표로 사용되는 교육, 수입, 고용 상태에 따른 기
대여명이라 할 수 있다(Kim & Kim, 2016; 우해봉, 2009, 2014). 이 과정에서 산출된
다양한 정보들은(예를 들어, 생존율 등) 국가 재원을 배분하고, 사회보험 등을 설계하
는 등에 주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기대여명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대여명은 찾아보기 힘
든 실정이다. 장애인의 건강수준 및 생존율이 낮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경험적 자료는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다. 눈에 띄는 예외
적인 연구물로 우해봉(2011), 정인영과 우해봉(2015)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은 장
애인의 기대여명을 건강 불건강의 상태로 분석함으로써 장애인 기대여명을 실증적으
로 산출하려는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모집단이 아닌 사회조사자료에 기초하였
으며 이용된 자료의 특성상 중장년층 이상의 기대여명만을 산출했다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통계의 부족은 신규장애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의 부재에서도 드러난다. 신규장애인 등록자수와 신규등록률을 파악하는 것은 장애인
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장애인
이 매년 새로 장애인으로 등록되는지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신규등록률
파악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신규 등록이 신규
장애 발생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최초 장애 발생과 장애 등록은 동일하지 않다.4) 이는 장애 등록이 해당 절차
4)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3년 12월 말 기준 등록 장애인구는 약 250만 명
이고 2014년 추정장애인 수(가구표본조사를 통해 추정한 재가장애인 수와 시설거주 장애인수
를 합산)는 약 273만 명으로 두 수치사이에는 약 23만 명이라는 차이가 있다(김성희 외 2015,
호승희 외 2016). 이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적 오차다. 기본적으로 시설거주 장애인은 모수치를 대상으
로 하기 때문에 오차의 가능성이 낮지만 추정장애인 수 중 거의 97%를 차지하는 재가장애인
수가 기본적으로 가구표본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모수치를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본
오차가 발생한다. 둘째, 등록 장애인의 상태가 항시적이지 않고 이로 인해 추정장애인 수가
체계적으로 과잉 추산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1항은 ‘장애인’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은 자.’로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하여, 장애등급 1~6등급으로 판정된 장애인을
의미한다. 즉, 등록장애인의 경우 위에 기술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야 등록장애인 신분이 발
생되지만, 등록장애 신분은 장애유형에 따라 재심사과정을 거쳐 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등
록장애인 상태는 한 개인을 대상으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입, 유지, 소멸이 유동적 상태
다. 하지만 사회조사의 경우 장애상태를 규정하는 기준이 조사마다 다를 뿐 아니라 의사의
장애 진단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시점상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한’ 시점에 등록 장애인
이 등록장애상태가 소멸하더라도 ‘다른’ 시점에도 등록 장애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체계적으
로 발생하고 이는 등록장애인 수에 비해서 추정장애인 수를 과잉 추산하는 결과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장애개념과 개인 장애개념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장애 개념은
사전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다기보다 사회적 필요에 사용되고 조작화된다. 각 나라의 환경과
맥락을 반영하는 ‘장애관점’은 필요에 따라 국가의 ‘법령 내 장애개념’으로 표현되고 이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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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심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등록 장애인의 상태 역시 재심사 과정을
거쳐 변화 가능하다는 점도 엄밀한 연구에서는 고려해야할 대상이다. 이러한 제약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규 장애인구와 등록률을 추산해 보는 것은 장애인구의 연령별
시기별 구성요소의 변화를 알려줄 수 있는 요긴한 정보임이 틀림없다.5) 예를 들어 신
규장애가 특정 연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발생한다면 이는 그 연령층이 장애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그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줄이
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대응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통계의 아쉬움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한국사회의 장애연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동
안의 한국사회 장애현실의 제도적 실질적 개선과 맞물려 장애분야 연구와 자료구축으
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실태에 대한 지식이 괄목한 성장을 거둔 것은 분명한 사실
이다. 특히 장애인을 모집단으로 한 국가통계정보와 사회조사자료 조사결과가 제공되
고 있기는 하지만(예를 들어, 장애인 조사실태 보고서와 장애인 건강관리 보고서 등),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통계자료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우선, 인구학
적 기법을 활용해서 장애인의 기대여명과 신규등록률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 과정은
주어진 자료의 제약 속에서 실험적으로나마 일정 결과를 도출하려는 의도를 가진다.
다음으로, 여기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해석해 보고 장애연구를 향상하기 위한 계기
로 삼고자 한다.

2. 자료원과 자료 활용 내용
본 연구는 총 3개의 기관(통계청,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서 생산한 자료를 활
용한다. 연구목적별 자료원은 다음의 <표 2.1>과 같이 정리된다. 연구대상 시기는 3
개 자료원에서 공통적으로 가용한 시기인 2010년도를 선택하였다. 통계청 총인구조사
는 2015년도까지 거의 5년마다,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구는 2005년도, 2007-2015년도,
재활원 자료는 2002년-2012년도가 가용했다. 보건복지부의 2005년 등록장애인구 자료
는 연령별로 제시되지 않아 분석에 사용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2010년도를 분석대상
가가 주관하는 장애복지혜택 수급과 밀접하게 연동된다. 이러한 국가가 주도하는 제도적 장
애개념은 꼭 개인이 주관하는 개인 장애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법령
과 시행령으로 표현되는 장애판정기준이라는 제도적 요인이 장애인구의 시기적 증감에 주요
한 영향을 끼쳤는데(조윤화 외 2015), 그 과정에서 장애신분의 변동을 겪은 개인이 주관적으
로 불편함을 느끼는 ’장애의 정도‘와는 일치여부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5) 예외적으로 2015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한 ‘장애인구 추이 분석 및 장기 추계 전망을
위한 기초연구’보고서에는 2004-14년 사이의 연도별 등록장애인수, 등록제외자 수, 등록제외
자 중 사망말소로 인한 수와 비중을 보고한다. 또한 장애유형별 신규 등록자 및 사망자 비중
도 추정한다. 이들 연구결과는 시기별 신규등록장애인 수를 추정한 것으로 장애관련 판정이
라는 제도적 변화가 신규등록장애인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 연구의 핵
심자료는 대부분 접근이 제한적이며(사회보장정보원 내부자료) 연구관심 또한 신규등록장애
인의 연령별 분포가 아닌 시기적 변화라는 점이 본 연구와의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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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준시기로 설정하였다.
<표 2.1> 자료기관 및 목적별 자료원과 활용내용
자료기관
통계청
보건
복지부
국립
재활원

자료원
생명표 (성별 기대여명, 매년)
인구총조사 (연령별 인구수)
2005년, 2007~15년 장애현황자료
* 2005년 연령별 분류 없음
2015 장애인건강관리사업보고서
(2002~12년 연령별 사망률)
* 0세, 1-9세, 이후 10세 단위,
80+로 상한 제한

장애인생명표/기대여명

신규장애인 등록률

장애인과 비교 위해
연령구간 및 단위 조정

2010년 전체인구이용,
비장애인구수 추정

해당 없음

2009년, 2010년
연령별 등록장애인수

2010년 장애인구

2009년 장애인구

연령별 사망률 사용

연령별 사망률 사용

통계청 자료로는 국가 통계 포탈인 코시스(kosis.kr)를 통해 생명표와 인구총조사
의 총인구수를 활용했다. 생명표는 본 연구에서 산출되는 장애인의 생명표 및 기대여
명과의 비교를 위해 주어진 각 세 단위를 조정하였다. 인구총조사의 인구수는 신규장
애인등록률의 장애노출인구(즉, 비장애인인구수)를 추정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되는 장애현황자료는 해당연도 연말을 기준으로 등록된 장애
인을 연령, 성, 지역, 장애 유형, 장애 등급 등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9
년과 2010년 자료를 활용하여 연령별 등록인구의 변화를 추정했다. 두 년도간의 차이
는 2010년 신규장애등록자와 2009년 등록장애인 중 사망자로 이해될 수 있다.
국립재활원 자료로는 2016년 4월에 발간된 ‘2015년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장애인 건강상태와 위험요인 등을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는데
본 연구는 2009년도와 2010년도 연령별 사망률 정보를 이용하였다. 국립재활원의 해
당 보고서에 의하면, 연령별 사망률은 보건복지부가 취합한 등록장애인 명부와 통계
청 사망신고자료를 결합해서 생성한 것이다. 2009년도 사망률은 2010년도 신규장애등
록률의 산출에, 2010년도 사망률은 2010년도의 장애인 생명표 작성의 기초가 되었다.

3. 장애인 기대여명 산출과정과 결과
장애인 생명표와 기대여명을 산출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2015년 장애인건강관리
보고서’에 제시된 연령대별 장애인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을 그 출발점으로 삼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3.1>과 같다. 대개의 생명표와 같이, 여기서 구해진 생명표 또
한 기간 생명표(period life-table)로 가상 코호트가 특정 기간에 기록된 사망력 조건
(여기서는 2010년 연령별 사망률)을 따른다고 가정하고 이를 활용한 사망력 결과를
표현한 것이다(Preston, Heuveline, & Guillo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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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장애인의 생명표 (2010년)
연령

mx

ax

qx

px

lx

dx

Lx

Tx

ex

0

0.11905

0.34

0.11038

0.88962

100,000

11,038

92,715

5,831,766

58.3

1-9

0.00564

4.5

0.04954

0.95046

88,962

4,407

780,830

5,739,051

64.5

10-19

0.00348

5

0.03420

0.96580

84,555

2,891

831,097

4,958,221

58.6

20-29

0.00356

5

0.03499

0.96501

81,664

2,857

802,355

4,127,123

50.5

30-39

0.00443

5

0.04331

0.95669

78,807

3,413

771,002

3,324,769

42.2

40-49

0.00778

5

0.07488

0.92512

75,394

5,645

725,710

2,553,766

33.9

50-59

0.01201

5

0.11333

0.88667

69,748

7,905

657,960

1,828,056

26.2

60-69

0.01992

5

0.18119

0.81881

61,844

11,205

562,409

1,170,097

18.9

70-79

0.03529

5

0.29994

0.70006

50,638

15,188

430,439

607,688

12.0

80+

0.05862

5

1.00000

0.00000

35,450

35,450

177,248

177,248

5.0

mx : 2015년 장애인 건강관리 보고서 (p.552)
qx : n*mx/(1+(n-ax)*mx) [n은 해당 연령구간의 크기]
ax : 해당 연령구간 크기의 절반 (단, 0세 구간은 0.34 (Coale, 1983))

앞의 <표 3.1>에 제시된 생명표 작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 10만명당 연
령별 사망률을 해당연령구간의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연령별 사망률 (m x)로 변환한
다. 이 때 연령 구간의 크기에 따라서 완전 (1세), 간이 (5세), 혹은 10세 등으로 생명
표를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영아 사망률 (출생부터 만
1세까지의 사망률)로 인해 0세 구간은 예외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관례다. 본 연구는
‘2015년 장애인건강관리보고서’에 있는 0세, 1-9세, 10-19세, (이상 10세 크기의 연령
구간 반복), 그리고 80세 이상이라는 연령구간과 크기를 사용하였다.6)
연령별 사망률(m x)은 일련의 수식과정을 거쳐서 연령별 사망확률 (qx)로 변환되는
데 그 과정의 핵심은 ax의 역할이다. 생명표 작성의 다른 부분이 각 열의 정보를 기계
적으로 변환하는 것임에 비해 연령별 ax값을 선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임의적이고
개방적인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 수치를 정하는데 다양한 접근 방법이 가능하다
(Preston et al pp 42-48). 본 연구에서는 최소 연령구간을 제외하고 평균적 접근방식
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각 연령구간에서 생존하지 못한 자들이 연령구간의 중간까지
생존하였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따라서 9세 구간(1-9세)에서는 4.5세를, 10세 구간
6) 이를 통해 도출된 장애인 기대여명은 통계청에 나와 있는 해당 연도의 전체인구의 연령별
기대여명과 비교되는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두 자료의 연령구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 이에 대한 처리 원칙은 보다 상세하고 유연한 정보가 있다면 이를 먼저 불러와서 필요에
맞게 병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립 재활원 보고서는 원자료가 아닌 원자료를
분석 보고한 2차 자료이기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하고 주어진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반면 통계청 자료는 보다 상세하고 유연하기 때문에 기대수
명 부분을 각 세 구분으로 추출하고 이후 국립 재활원 보고서에 있는 연령구분에 따라 통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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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세에서 70-79세까지)에서 5세를, 80세 이상에서는 5세를 ax값으로 대입하였다.
최소 연령구간인 0세 구간은 Coale and Demeny의(Coale, Demeny, Vaughan, &
Coale, 1983) 기준을 따르는데 <표 3.1> 0세 구간의 mx수치가 0.107을 상회함으로 해
당 구간의 남녀 평균수치인 0.340을 사용하였다.7)
이렇게 정해진 ax값에 따라 해당 연령의 사망확률인 qx를 구하게 되며, 사망확률은
생존확률인 px와 qx=1-px의 관계를 갖는다. lx는 정지인구(stationary population)를 가
정하며 가상인구 10만명이 0세(lo=100,000)에서 시작한다고 가정하며, 이들은 각 연령
대의 생존확률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해당연령대의 lx와 px를 곱하면 다음 연령대
에 생존한 인구수를 계산할 수 있다. 반대로 해당연령대의 lx와 사망확률인 qx를 곱하
거나 또는 해당 연령대의 lx와 다음 연령대까지 생존한 lx의 차이를 구하면 해당구간
의 사망자수인 dx를 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개되는 L x는 해당 연령구간에서 발생한 시간의 개념을 펼쳐서 계산한
방식인 Person-years를 이용한다. 이는 해당 연령구간에 속하는 가상인구가 그 연령
구간에서 생존한 기간을 연(year)이라는 단위로 표현한 것이다. 예를 들어 100명이
10-19세 구간을 모두 생존하였다면 Person-years는 100*10년=1000년이다. 하지만 단
지 그 중 90명만 살아남고 10명은 모두 15세에 사망했다면 Person-years는
90*10+10*5=950년으로 계산된다.
T x는 Lx를 연령의 역순(최고 연령구간부터 최소연령구간)으로 누적한 합을 나타내
는데 이는 해당 연령구간에서 앞으로 살아갈 총 Person-years를 표현한 것이다. 마지
막으로 ex는 기대여명인데 이는 해당 연령대의 Tx를 lx로 나누어 계산한다. 기대여명
은 개념적으로 해당 연령대에 생존인구(lx)를 분모로 앞으로 생존할 기간(T x)을 분자
로 한 것으로 특정 연령 1인당 평균생존예상기간(연)을 의미한다.
생명표를 완결하기 위해서는 최고 연령구간의 기대여명이 요구된다. 이 구간의 기
대여명은 누적 Person-years인 Tx와 연령별 Person-years인 Lx가 일치하고 생존인구
(lx) 와 생존인구가 살아갈 Person-years(Tx)의 비율이 해당 연령대의 ax 값과 동일해
지는 특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8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ax값으로 5세를 선택했지만
만약 이 값을 7로 한다면 80세 이상의 기대여명은 7세로 늘어난다. 이러한 부분은 모
집단의 사망력 특성이 충분히 알려져 있는 경우 보다 엄밀한 추정이 가능하겠지만 8)
장애인 집단에 대한 사망력 정보를 이용한 생명표 구축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많은 후속 연구와 관심이 필요한 지점이다.
다음의 <그림 3.1>은 본 연구에서 추정된 2010년도 장애인의 기대여명과 함께 전
체인구의 기대여명 및 우해봉(2011)이 노동패널을 이용해 산출한 중년층 이상의 장애
인구 기대여명을 제시하고 있다. 우해봉의 추정치는 특정 연령층 이상에 한정되기는

7) 분석 민감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0세 구간의 ax수치를 0과 1일 경우로 산출해 보았는데 그
결과 기대여명은 58.5세와 57.8세로 현재 수치인 58.3세가 그 사이에 위치한다. 따라서 0세 구
간의 기대여명은 ax값의 최소 최대값에 대해 0.7세 정도의 편차를 가진다.
8) 본 연구의 생명표 연령 상한 구간은 80세 이상이다. 만약 장애인 연령별 사망률이 1세별로,
혹은 최소한 5세별로 90세까지 제공된다면 85세에 해당하는 기대여명은 보다 엄밀한 추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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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연구의 추정치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9) 또한 전체인구와 대조해 보
면, 모든 연령층에서 장애인의 기대여명은 전체인구의 그것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들은 실험적으로 산출된 본 연구의 추정치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1> 2010년도 전체인구 장애인구 노동패널장애인구 기대여명

장애인 기대여명의 연령별 특징은 전체 인구와의 비교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먼저
전체 인구의 경우 연령구간이 증가하면서 기대여명이 꾸준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는 각 연령구간의 사망률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고르게 커지기
때문에 기대여명도 그를 반영하여 고르게 줄어드는 것이다.
장애인구의 경우, 연령증가와 기대수명의 감소라는 큰 흐름이 모든 연령구간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장애인구의 경우에도 연령구간의 증가와 기대여명의 감소가 대부분의
연령구간에서 관찰되지만 0세와 1-9세 구간에서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기대
수명도 증가하는 기대수명의 역전 현상이 관찰된다. 이는 전체 인구의 연령별 사망률
분포와 다르게 장애인구의 경우 영아 사망률이 유독 높고 이로 인해 0세 구간의 기대
수명이 낮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물론 연령구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해야 하지만, 전체인구와의 비
교에서 장애인의 기대여명의 특징은 저연령대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그 이후 아
동기 청소년기 등 점차 고연령대로 진행하면서 그 차이가 점차 감소된다는 점이다.
이는 장애인에게 있어서 기대여명의 불평등이 출산에서 가장 크다는 점을 확연히 보
9) 우해봉 연구(2011)의 경우 장애상태를 감각기관(시각, 청각, 언어) 장애와 신체활동 제약여부
에 따라 구분하는데 이는 장애인 법에 따른 신체적 장애 구분의 일부에 해당하며 정신적 장
애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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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고연령대에서 불평등이 가장 적다는 것을 단정해서 보
여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인구의 저연령대에서부터 관찰되는 높은 사망
률은 건강상태가 허약한 상당수의 장애인 인구가 고령대에 이르기 전에 이미 ‘선택적’
으로 사망하였으며 이는 고령대까지 생존한 이들이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한 인
구로 ‘선택적’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신규 장애인 등록률 산출과정과 결과
신규등록장애인구 추정은 앞서 언급한 보건복지부 연령별 등록장애인수, 국립재활
원 연령별 사망자료, 그리고 통계청의 연령별 총인구수를 활용하였다. 기본추정 논리
는 다음과 같다. 2010년도 현재 등록장애인수는 그 이전 연도(즉 2009년도)에서 넘어
온 등록자와 해당 연도 신규등록자로 구성된다. 또한 2009년도에서 넘어온 등록자는
2009년도 등록자 중에서 해당 연도(즉 2010년도)에 이르기까지 사망한 장애인을 제외
한 수치가 된다. 즉, 두 연도간의 등록장애인의 증감의 구성요소를 통해 신규 등록자
를 추정하는 방식은 아래 식 (4.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4.1)

여기서 NE는 신규등록인구, E는 전체등록인구, D는 사망인구를 나타내며 t와 a는
해당연도와 해당연령을 t-1과 a-1은 이전연도와 이전연령을 나타낸다. (1)에서 해당연
도 t와 해당연령 a의 신규등록인구인 NE는 이전연도 t-1과 이전연령 a-1의 등록인구
인 E와 이전연도 t-1과 이전연령 a-1의 사망자수인 D로 분해된다. 단 여기서 연령은
1세 이상, 즉 a>0 인 경우 적용 가능하며, 연령이 0세인 a=0 인 경우 (1) E(t-1, a-1)
과 D(t-1, a-1)이 음의 연령대로 정의되지 않으며 결국 NE(t, a) = E(t, a)로 줄어든
다. 즉 0세 구간의 경우 신규등록인구와 전체등록인구는 일치하게 된다.
일단 해당연도와 해당연령구간의 신규장애인 수가 구해지면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신규장애등록률은 해당연도와 해당연령구간의 비장애인 대비
신규등록장애인으로 나타난다. 신규장애등록률이 매우 작은 수치이므로 이를 10만명
당 발생건수로 표현한 것이 아래 식 (4.2)와 같다. 한편 전체 장애인 중에서 신규등록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 즉 상대적인 규모를 계산할 수 있다. 이를 등록장애인 100명
당의 수치로 표현한 것이 아래 식 (4.3)과 같다.
비장애인구 만명당 신규장애등록자수
 신규등록장애인수  비장애인구수 
등록장애인구 명당 신규등록장애인
 신규등록장애인수  등록장애인수 

(4.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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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 4.1>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출된 신규장애인등록률과 신규장애인비
율을 제시하고 있다. 추정된 2010년 신규장애등록자수는 연령과 함께 급격히 증가한
다. 최고 연령구간인 80세 이상구간은 이전 연령층보다 증가의 규모가 훨씬 작은데,
이는 해당 연령대의 인구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사망률이 높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신규장애등록률(인구 10만명당 신규장애등록자수)을 보면 해당 수치가 연령과 함
께 일관되게 그리고 급속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신규장애등록자와는
달리 고령층에서 신규장애등록률은 상승을 지속하는데, 이는 해당 연령층의 인구규모
와 사망력이 이미 통제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규장애등록률
을 신규장애발생률로 대체 혹은 어림수로 생각해 본다면, 신규장애발생은 생애후기에
집중되고 이는 노화에 따른 장애발생을 반영한 것이다,
등록장애인 중에서 신규등록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에서
다른 연령구간보다 더 높은 U자형 형태를 보였다. 저연령층은 대체로 선천적인 원
인이나 영유아기를 거치면서 발생한 장애, 그리고 고령층은 노화에 따라 발생한 장애
를 등록한 사례가 많음을 보여준다.
<표 4.1>2010년 신규장애등록률과 등록장애인 중 신규등록자 비율

연령구간

2010년
등록
장애인수

2009-10년
장애인 증감

2009년
장애인

2010년
신규장애등

사망자수

록자수

2010년
전체인구수

2010년
비장애인
10만명당

2010년
등록장애인
100명당

인구수

신규장애
등록률

신규장애
비율

2010년
비장애

0

36

36

---

36

470,171

470,135

8

---

1-9

25,746

3,306

140

3,447

4,143,576

4,117,830

84

13

10-19

70,156

3,802

256

4,057

6,611,640

6,541,484

62

6

20-29

99,415

5,302

377

5,680

6,594,369

6,494,954

87

6

30-39

205,161

9,967

949

10,916

7,794,495

7,589,334

144

5

40-49

387,048

17,887

2,876

20,762

8,204,781

7,817,733

266

5

50-59

529,222

27,550

6,056

33,606

6,564,826

6,035,604

557

6

60-69

555,696

31,184

10,594

41,778

3,994,404

3,438,708

1,215

8

70-79

481,532

28,076

15,932

44,008

2,650,381

2,168,849

2,029

9

80+

163,300

7,098

9,189

16,287

962,118

798,818

2,039

10

5. 결과정리 및 함의
장애인의 생명표와 기대여명은 생존기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예측하도록 해준
다. 이는 장애인의 사망위험 감소를 위한 사회적 대안 모색이나 생존기간의 차별성에
기초한 공적연금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가치가 높다. 신규장애인 등록자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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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률 파악은 장애인 관련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
다. 이는 장애발생 추세를 예측하고 장애관련 예산을 계획하고 배분하는데 유용한 자
료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상의 기초적인 통계자료는 부
족하거나 부재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하여 제한
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기대여명과 신규등록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 관련 정책에 몇 가지 시사점을 남긴다. 우선, 장애인의
기대수명에 기초한 소득보장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전체 인구와 비교
할 때 장애인의 기대수명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의 공적소득보
장 정책에서 장애인이 소득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현재 국민연금의 경
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수입을 유지하더라도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
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기노령 연금지급방안 등은 설득력을 가진다(우해봉
2011, 정인영과 우해봉 2015).
다음으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장애인
의 기대수명은 비장애인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경향을 보인다. 최근 장애인건강권법이
2017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의 건강을 권리의 측면에서 인식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즉 장애인의 건강이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의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장애인의 낮은 기대수명은
건강불평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인의 건강불평등 경감을 위한 정책적 노
력이 요구되며 기대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변수의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영유아 조기사망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장애인의
기대수명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영유아기 장애인의 기대수
명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난히 높은 장애영유아 사망률과 관
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탐색적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높은 장애 영유
아기 사망률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지점이다. 영유아기 장애에 대한 조기개입은
사망률 경감과 함께 성인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에 그 중요성이 크다.
본 연구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의되고 고민되었던 바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
로 남기고자 한다. 이들 대부분은 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그 연구실현성이 결정될 것
으로 보인다. 첫째, 장애인의 노화 경험(Aging with Disability)과 노화과정 장애경험
(Disability with Aging)의 차별적 검토가 요구된다(Verbrugge & Yang, 2002; 노승
현, 2012). 장애인의 기대여명은 양 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장애인의
노화경험 인구는 장애가 이른 시기에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장애기간이 긴 인구이며,
노화과정 장애경험 인구는 장애가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발생하여 장애기간이 짧은
인구이다. 최근 장애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노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경험하며 급속도로 장애인구로 진입하는 인구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구 중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만을 다루는 것은 논리
적으로 타당성이 약하다. 본 연구는 신규 장애등록률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U자형
패턴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장애집단 내 이질성이 존재하며, 이를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장애발생시기에 따른 기대여명 분석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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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장애유형별 연구가 필요하다. 해외 선행연구를 보면, 뇌성마비장애인, 지적장
애인을 포함한 발달기 장애경험 인구의 기대여명 분석이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다.10)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장애유형별 기대수명의 이질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발달기
이후 오랜 기간 장애인으로 살아온 인구의 장애경험의 기대수명에 미치는 효과의 중
요성이다. 끝으로 발달장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전히 기대여명이 낮은 경향을 보
이기 때문이다.
셋째, 연령별 장애원인별 장애예방사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신규장
애률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U자형 패턴을 보였다. 즉 선천적 장애발생 및 10세 미만
아동장애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50대 이후에 연령과 함께 장애률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인생후기에 신규장애율이 높다는 점은 전체 장애발생원인
중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장애인실태조사, 2015) 이러한 질환이 중노년층
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유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원인별로 차별화된 장애예방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017년 3월 13일 접수, 2017년 4월 5일 수정, 2017년 4월 9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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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보험가입 형태(Krause et. al., 2004)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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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Expectancy and New Enrollment Rate among the
Disabled: Experimental Output using ASDR
Cheong-Seok Kim1) ․ Jinwoo Lee2) ․ Seunghyun Rho3)
Abstract
It is challenging to acquire basic population information of the disabled. This study aims to
estimate (a) life expectancy and (b) new enrollment rate using age-specific crude death rate.
The results, using the standard procedure of constructing life-table, reveal that life expectancy
of the disabled falls short of that of the general population across all age intervals, however,
the patterns between the two group are not much heterogenous, suggesting that the output of
this study may be reasonable. In addition, the estimated results on the new enrollment rate,
primarily assessed by the number of difference of the enrolled population between the
two-year (i.e., the current and the previous) and the number of death in the previous year,
reveals two things: (1) the new enrollment rate increases with age group due possibly to
aging process and (2) the proportion of the new enrolled among the enrolled shows the U
shape pattern, suggesting higher vulnerability of the disability in the two-end of age groups:
the younger and the older. This study is designed to contribute to building basic statistics
among the disabled by creating socially valuable information despite limited available data.

Key words : Estimation, Life table, Occurrence of Disability, Demographic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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