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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함으로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중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활용하였고,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를 종속변수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6개 변인을 독립변수로 각각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발달장애인의 성, 연령, 장애정도, 
가족지지, 생활만족도, 수단적일상생활수행능력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
로 탐색되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관, 관련 인력 및 프로그램 확대와 같은 인프라 구축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의사, 로지스틱회귀분석, 장애인실태조사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esent the basic data for the revitalization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y exploring variables affecting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lifelong education. Among the original data on the disability survey in 2017, data on 
developmentally disabled people were used, and 16 variables that could affect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lifelong education of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as independent variables we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Each set was performed for logistic regress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gender, age, disability level, family support, life satisfaction, an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of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found to be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lifelong education for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order 
to revitalize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a way to improve the willingnes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participate in 
lifelong education as well as to build infrastructure such as expanding institutions and related 
personnel and programs.
Key Words :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ng willingnes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Disability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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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25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할 계획이고, 경기도 역시 지역에 거
점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며, 대구
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전북 군산시, 전주시 등도 발달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다. 교육부 역
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
고, 최근 발표한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 계획에 발달장애
인평생교육기관 확충 방안을 제시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 기반도 마련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는 2014년에 제정된 발달장애인법과 
2016년에 개정된 평생교육법 등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이 법률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필두로 발달장애인평
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고, 발
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였으며, 발달장애
인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발달장애
인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향상시켰고, 발달장애인이 의미 있는 낮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확대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분야의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는데에도 기여
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정보시스템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다룬 국내학술지를 검색한 결과, 
2014년 이전에 발행된 논문은 단 1편이었으나, 2014년 
이후 47편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관련 분야 연구도 확대
되고 있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아
직 초기 단계이거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 분야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평생교육기관의 부족 
또는 프로그램의 부재, 발달장애인 지원이 가능한 전문인
력 또는 보조인력의 부재, 예산의 부족 등이라고 보고되
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점차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물리적 환
경 또는 시스템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
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적 변화와 

함께 발달장애인이 평생교육기관에 다니고 싶거나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의지 또는 욕구가 발현
되어야만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는 더욱 활발해지
고 의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 

그간의 장애인 평생교육 촉진 또는 활성화 방안을 제
시한 연구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
는 사회 환경 변인을 주로 다루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확대[7,8,13,14,16-18,31], 전문인력 양성ㆍ재교육
[16-19], 자격제도 마련[2,22], 보조인력 배치[17,18], 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및 장애 인식 개선[3,8,13,14,18, 
24,29],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확대 보급[13,14,19], 프로
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23], 가족지원의 확대[10], 직업 
알선 및 사후 관리[22], 평생교육시설 여건 개선[8,16], 
장애인의 평생교육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종합정보ㆍ상담
시스템 구축[10,33], 평생교육기관 확대 및 전문성 향상
[8,20], 평생교육 운영 체계 일원화[16,18] 등 사회 환경 
변인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예측하거나 제안해 왔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평생교
육이 활성화되려면 발달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
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발달장애인이 평생교육
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노력, 행동이 있어야만 실제 평
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연구들은 발달장
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와 관련된 사회 환경적 변인을 다
뤄 왔다. 발달장애인이 평생교육으로 어떻게 참여하고 왜 
참여하는가에 대한 내적 동기를 탐색하거나 개인 환경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김미아와 김두영
(2017)이 발달장애인도 포함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애인 야학 학습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 또는 저해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제
시한 바 있으나,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장애인
야학이 아닌 전체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참여의사 
탐색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발전
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환경적 
변인을 통제하거나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등 물리적 변
화를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나, 발달장애인이 이들 평생교
육기관에 방문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싶어하는 
의지가 뒷받침되어야만 평생교육으로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해 봄으로써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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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변인을 탐색한 연구는 일부 발견되고 있으나( 백종
남(2015)의 연구가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발달장애성인이 아닌 학령기 발달장애학생이었으며, 특
정 지역에 한정되어 수행되었다.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또는 이용과 관련된 유의미한 변인을 제시한 연구
는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또는 이용과 관련된 변인으
로는 먼저 발달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성, 장애등
급, 경제적 수준, 최종 학력, 연령, 거주지 규모 등이 있으
며[12,22], 자립생활 역량[20,36], 심리적 상태[19], 여가
활동과 같은 지역사회 참여 수준[5,18], 생활에 대한 만
족 수준[5], 거주지의 유형 또는 생활의 형태[35], 사회적 
관계[36], 부모의 권유와 같은 가족의 지지 수준[32], 직
업적 수준 또는 직업 상태[11,34], 장애인복지서비스 이
용 정도[6]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또는 이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성, 연령, 장애정도, 경제적 수준, 
최종 학력, 거주지 규모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자립
생활 역량, 심리적 상태, 생활만족도, 가족의 지지와 같은 
일상생활 관련 변인, 직업 유무, 사회 참여 경험,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 정도와 같은 사회생활 관련 변인 등으
로 구분하여 제시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변
인, 일상생활 변인, 사회생활 변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
고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의사를 종속 변수로 설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 및 발
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 수준의 통계 자료인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현황과 요구에 
대한 자료, 장애인의 건강생활, 교육활동, 여가활동, 가족
생활, 직업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항목에 대하여 6,549
명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6,549명의 장애인에 대한 
원자료 중 18세 이상의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436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7년 장애
인실태조사는 조사원이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면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조사이며,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답변하기 어려운 문항이 있을 
경우 보호자가 대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Variables n(%) Variables n(%)
Gen-
der

male 243
(55.7%) Final 

education
Under 

high school
188

(43.1%)
High school 
or higher

248
(56.9%)female 193

(44.3%)

Age

Under 
20

25
(5.7%)

Average 
h|ousehold

income
per month

Less than 
2 million won

220
(50.5%)

20’s ~ 
30’s

137
(31.4%)

2 million won ~ 
3 million won

67
(15.4%)

30’s ~ 
40’s

79
(18.1%)

3 million won ~ 
4 million won

69
(15.8%)

40’s ~ 
50’s

89
(120.4%)

4 million ~ 
5 million won

33
(7.6%)

50+ 106
(24.3%)

Over 
5 million won

47
(10.8%)

Disability 
Level

severe 246
(56.4%) Occu-

pation
Not working 301

(69%)
mild 190

(43.6%) Working 135
(31%)

Resi-
dence

metro-
politan
city

324
(74.3%)

province 112
(25.7%)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2.2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분형 변수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
정하고,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
는 각종 변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후, 이를 로지스틱회
귀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를 탐색하였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인과 독립변인간의 관계
를 비선형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평생교
육 참여의사 및 그 관련된 변인과 같이 비선형적 관계를 
보이는 현상들에 대한 예측이나 분석에 적합한 방법이다. 

2.3 측정 변수 구성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에 투입할 측정 변수는 크게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종속변인
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 여부로 구성된 이분
형 범주 변수이고, 독립변인은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통
해 확인한 인구사회학적 변인, 일상생활 변인, 사회생활 
변인 및 각 변인의 하위 변인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측
정 대상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값 및 해당 변수 제시 
근거는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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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lassification Variables Oper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s Variable value References

Dependent variabl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lifelong education

a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No Willingness to participate = 0Willing to participate = 1
-

Independent variable

Demographic variables

Gender Respondent's gender Male = 0, Female = 1
Kim & Kim(2017)Kim & Go(2016)

Age Respondent's age Age
Kim & Kim(2017)Kim & Go(2016)

Disability level
Respondent's Disability Rating

Severe = 0Mild = 1
Kim & Kim(2017)Kim & Go(2016)

residence Respondent's residence size
Province = 0Metropolitan Area = 1

Lee & Park(2018)

Final education
Respondent's Education Level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e = 0High school graduate or higher = 1

Kim & Kim(2017)

Economic level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of respondents' families
Average income

Kim & Yang(2019), Ryu(2017)Kim & Kim(2017)

Daily life level

Psychological health

Respondents' current state of psychological health (5 questions)
Average score Song & Oh(2019)

Life satisfaction

Respondents'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ir current life (9 questions)
Average score Cho(2018)

Family support
The degree of neglect or violence from the family

Yes = 0None = 1 Park et al.(2018)

Independent Living Competencies

Activies of Daily Living(ADL) Average score
Song & Oh(2019)Instrumental Activies of Daily Living(IADL)

Average score

사회생활 수준

Occupation
Experience working within the last week

None = 0Yes = 1
Kim & Kang(2019), Jeong & Park(2018)Ryu(2017)

Possibility of going out
Whether you can go out alone

None = 0Yes = 1

Kim(2019)Cho(2018)

Voting experience
20th Presidential Election Voting Experience

None = 0Yes = 1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experience

Number of 14 types of leisure experiences in the last week
Total number of experiences

Welfare service experience

Number of experiences of using 32 types of welfare services
Total number of experiences Cho & Kim(2016)

Table 2. Composition of measurement variables 2.4 자료 처리
자료 처리를 위해 SPSS(ver 21.0) 통계 패키지 프로

그램을 활용하였다. 먼저 측정 변수에 대한 통계 처리 결
과를 제시하였다. 측정 변수 중 범주 변수는 빈도 분석을 
연속형 변수는 기술통계 결과를 각각 제시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의사를 종속변수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16개의 변수를 독립
변수로 설정하고 이분형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분석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한 후 분석 결과를 표로 제시
하였다.  

3. 연구결과
이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의사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36명
의 발달장애인 응답자료를 활용하여 평생교육 참여의사
를 종속변인으로, 평생교육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6개를 독립변인으로 각각 설정하여 로지스틱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로지스틱회귀분석 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정을 위
해 Hosmer와 Lemeshow 검정 결과를 살펴본 결과
(  = 10.191, p > .05)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 표준오차, 
Exp(B) 등의 산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
과, 투입된 독립변수 중 성(p = .001), 연령(p = .022), 
장애정도(p = .016), 생활만족도(p = .047), 가족지지(p 
= .014), IADL(p = .044)이 95% 범위 내에서 통계적인 
유의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결과 
확인을 위해 승산비 즉, 오즈비(odds ratio)를 나타내는 
EXP(B)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의미한 독립변수로 확인된 성의 경우, 다른 독립변
수들을 통제했을 때 성이 한 단위 증가하면 평생교육 참
여의사 확률, 즉 오즈비(odds ratio)는    
=0.464가 된다. 이는 성별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하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가 0.464배 증가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승산의 퍼센트 변화는 100 
× (0.464 - 1) = -53.6이므로, 성별이 달라지면 발
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가 약 53.6% 감소한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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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Wals Significant 
probability Exp(B)

Sex -.768 .232 10.933 .001 .464
Age -.028 .012 5.259 .022 .973

Disabiliy level -.663 .276 5.770 .016 .515
Residence -.062 .260 .057 .811 .940

Final education -.389 .331 1.379 .240 .678
Average family income .000 .001 .326 .568 1.000
Psychological health -.060 .445 .018 .893 .942

Life satisfaction -.674 .340 3.931 .047 .510
Family support .800 .327 6.003 .014 2.226

ADL .462 .441 1.094 .296 1.586
IADL -.458 .228 4.040 .044 .633

Occupation -.429 .271 2.500 .114 .651
Whether you can go out 

alone -.447 .315 2.022 .155 .639
Voting experience .171 .240 .508 .476 1.187
Leisure activities 

experience -.080 .071 1.270 .260 .923
Welfare service 

experience .044 .045 .950 .330 1.045
Constant 2.019 3.314 .371 .542 7.530

2LL = 496.615, Cox & Snell의   = .140, 
Nagelkerke    = .194

Hosmer & Lemeshow test   = 10.191(df = 8, p = .252)

Table 3.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이와 같은 방식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변수에 대해 EXP(B)를 살펴보면, 먼저 연령의 경우 
EXP(B) = .940이므로 연령 한 단위가 증가할 때, 평생교
육 참여의사는 0.940배 즉, 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장애정도의 경우 EXP(B) = .515이므로 장애정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즉 경증으로 변화할 때,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가 0.515배, 즉 48.5%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의 경우 EXP(B) = .510이므로, 
생활만족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는 .510배, 즉 4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불만족을 나타내므
로, 발달장애인이 생활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한 단위 증
가할 때 평생교육 참여의사는 49% 감소하게 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가족 지지의 경우 EXP(B) = 2.226이므로 
가족의 지지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발달장애인의 평생교
육 참여의사가 2.226배, 즉 122.6%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IADL의 경우 EXP(B) = .633이므로, IADL의 수
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
사는 .633배, 즉 36.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ADL 수준은 점수가 높을수록 지원의 강도가 높음을 의
미하므로,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할수록 또는 지원의 강도
가 높아질수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는 감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의사를 보다 정확

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참여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만을 포함한 최종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log





 


 = 2.019 + -.768(성) + -.028(연

령) + -.663(장애정도) + -.674(생활만족도) + 
.800(가족지지) + -.458(IADL)

 
4. 논의

이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발달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 연령, 장애정도, 생활만
족도, 가족지지, IADL을 제시하였다. 유의미한 변인을 
중심으로 논의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성별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
여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은 연구 결과는 성별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평생교
육 참여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김두영, 고등영, 
2016)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 결과에서 여성 발
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가 남성 발달장애인의 평
생교육 참여의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 방안을 수립할 때 여
성 발달장애인이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 의사 증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연령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
여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은 연구 결과는 연령 또는 연령대에 따라 발달장애
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
([12])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 결과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생교육 참여의사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계속 교
육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었거나,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이 주로 20대 전후의 청년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서울
시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이용자의 연령대가 주로 20대 전후라고 지
적한 연구 결과[29]와도 관련이 있다. 앞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특정 연령대가 아닌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한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체제로 나아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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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역시 고령 발달장애인을 고려
한 평생교육도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고령 발달장애인이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의사를 갖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
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발달장애인의 장애정도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
육 참여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
다. 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가 경증 발달장
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로지스틱 회귀모형 추정 결과에서도 장애정도가 심할수
록 평생교육 참여의사가 증가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을수록 평생교육 참여의사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일반적으로 경증 발달장애인은 중증 발달장애인에 비
해 고용률이 높고,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30]. 이러한 통계 수치를 고려해 볼 때 
경증 발달장애인은 평생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 활동
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 또
는 참여의사가 중증 발달장애인에 비해 높지 않게 나타
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
라 평생교육 참여 또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
[12]와 전체 장애인의 장애등급에 따라 평생교육의 참여 
동기가 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22]에서도 경증장애인
에 비해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동기 또는 의지
가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결과를 지지하
고 있다. 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의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은 중증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
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발달장애인의 생활만족도가 발달장애인의 평생
교육 참여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
났다. 생활만족도가 불만족스러울수록 참여의사가 감소
되었으므로 생활만족도가 만족스러울수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지적장애인들이 생활만족도를 위해 문화예술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주로 참여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5]와 관련이 있다. 심리적 생활 만족 수준을 향상시
키기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높은 
생활만족도는 평생교육 참여의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촉진하려면 일상에서의 생활 만
족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발달장애인 가족의 지지가 발달장애인의 평생
교육 참여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
났다. 이 연구에서의 가족지지 관련 조사 항목은 가족으

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지 않는 정도로 구성
되어 있다. 가족으로부터 무시 또는 차별받지 않는 발달
장애인이 무시 또는 차별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에 비
해 평생교육 참여의사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에 있어 
부모의 권유 또는 지지가 필요하다는 연구[32]와 일치하
고, 가족의 지지가 발달장애인의 취업 여부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최진혁과 신별해(2018)의 연구 결과와도 
관련이 있다. 가정 내에서 가족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에 대해 지지하고 격려한다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
육 참여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발달장애인
의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 필요성을 알리
는 교육 또는 홍보가 필요하다.

여섯째, 발달장애인의 IADL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
육 참여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
다. IADL은 전화사용, 식사준비, 금전관리,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과 같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영역에서 지원의 
강도를 설명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이 점수가 높을수록 지
원의 강도가 높거나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임
을 나타낸다. 연구 결과 IADL 점수가 증가할 때 발달장
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므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지원을 덜 필
요로 하는 발달장애인보다 평생교육 참여의사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IADL은 발달장애인의 기능적 역량, 특히 
자립생활에 대한 능력 수준과 함께 발달장애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가 반영되어 있다. IADL 점수
에서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발달장
애인은 평생교육과 같은 사회 참여 활동에서 더 적극적
인 의사를 가질 수 있으나,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응답한 발달장애인은 충분한 지원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사회 참여 활동에 적극적인 의사를 나타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IADL이 사회 
참여와 자기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될 수 있다
고 지적한 이달엽(2016)의 연구와 관련이 있고, IADL이 
장애청소년의 문화여가 활동 참여와 직, 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최장원(201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위해서는 IADL에
서 제시하고 있는 자립생활 관련 영역에 대한 지원 프로
그램을 확대하거나, 평생교육을 통해 이와 같은 프로그램
을 확대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평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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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인프라 구축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함께  발
달장애인이 스스로 평생교육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형
성 또는 촉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기존의 장애인실태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유의미
한 변인을 탐색하였다. 그러나 2017년도 통계 자료이므
로 최근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변화된 환경이 
고려된 자료로 보기 어렵다. 안타깝게도 장애인 전반의 
항목에 대한 통계 조사는 장애인실태조사와 장애인고용
실태조사가 유일하나, 장애인실태조사의 경우 3년 주기
로 실시되고 있는 관계로 최근의 자료를 수집할 수 없었
고, 장애인고용실태조사는 평생교육 현황 항목이 포함되
지 않아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2020년도
에 실시되는 장애인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제시하고 이
에 기반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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