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장애인 정의 및 현황

1. 장애인의 정의

가. 장애인의 정의 및 장애 인정범위

1975년 UN에서 발표한 장애인 권리선언에 따르면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

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

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자기 자신이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을 의미”한다.8)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제1항)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

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2항)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시 ․ 군 ․ 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등록 장애인 현황은 15개 장애유

형의 기준에 적합하여 행정기관(읍, 면, 동사무소)에 등록된 장애인을 의미한다.9) 

8) 강영실(2016)

9) 보건복지부(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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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다.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별표 1(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은 [부록]의 표 참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나. 장애유형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로 분류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 장애범주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에 국한되어 있었다가 두 차례에 걸쳐 장애범주를 확대하였다. 

2000년 1차 장애범주 확대 시에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5종을 추가하였고, 

2003년 2차 장애범주 확대 시에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5종을 더 추가

하여 현재 총 15개 장애유형이 존재한다.10)

10) 발달장애는 자폐성장애,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명칭 변경(2007. 4), 간질장애는 뇌전증장

애로 명칭 변경(2015. 11), 현재 장애유형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의 15가지 유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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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출현율
(2014)

등록 장애인 수
(2015)

비중
(2015)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2.71 1,281 51.4

뇌병변장애 0.48 251 10.1

시각장애 0.53 253 10.2

청각장애 0.50
269 10.8

언어장애 0.03

안면장애 0.01 3 0.1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0.12 74 3.0

심장장애 0.02 6 0.2

간장애 0.02 10 0.4

호흡기장애 0.03 12 0.5

장루·요루장애 0.03 14 0.6

뇌전증장애 0.01 7 0.3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0.36 190 7.6

자폐성장애 0.02 21 0.8

정신장애 정신장애 0.23 99 4.0

합 5.59 2,490 100.0

<표 Ⅱ-1> 장애유형 분류
(단위: %, 천 명)

자료: 보건복지부(시·도 장애인 등록 현황 자료);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장애유형별로 장애인 규모의 변화를 보면 외부 신체 장애인은 2010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내부 기관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은 완만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Ⅱ-1> 장애유형별 장애인 규모

        주: 장애인 분류를 토대로 재구성하여 작성함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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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의 발생원인

장애의 발생원인은 크게 선천적, 후천적, 그리고 출생 시 원인 세 가지가 있다. 선

천적 원인으로는 유전성, 다운증후군, 염색체 이상, 발육기형, 모체의 만성질환(당

뇨, 빈혈, 고혈압, 알코올 중독, 약물남용), 모체의 감염(풍독, 매독, 독소플라스마증,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이 있다. 후천적 원인으로는 질병(감각기 질환, 정신질환, 심

혈관질환, 신생물질환)과 사고(폭력, 가정 내 사고, 교통사고, 운동, 화상, 약물 등)가 

있다. 그 외 조산, 난산, 출산 시 외상 등 출생 시 원인에 의한 장애가 있다.

전체 장애 발생의 89%가 사고나 질병에 의한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것이다. 후천적 

원인 가운데 질병에 의한 요인은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사고에 의한 원인은 감소하

고 있다. 우리보다 고령화 진전이 빠른 초고령사회인 독일의 경우에도 중증장애 발

생원인의 83.4%가 질병으로 인한 장애이다.

장애 발생
원인별

2008 2011 2013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선천적 원인 5.86 6.80 4.51 9.10 8.90 9.20 10.27 8.85 11.45

출생 시 원인 1.38 1.75 0.85 0.70 1.30 0.20 2.34 2.60 2.13

후천적

원인

질환 51.15 52.23 49.57 44.40 46.60 42.70 40.21 45.64 35.69

사고 34.71 32.23 38.31 33.90 27.50 39.00 40.79 34.86 45.72

원인불명 6.90 6.99 6.76 11.80 15.80 8.70 6.39 8.05 5.01

모름/무응답 - - - 0.10 0.00 0.20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Ⅱ-2> 장애 발생원인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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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화와 장애인 인구

가. 장애 출현율과 장애 인구 

장애 출현율은 전체 인구에서 법적 장애 및 장애 범주에 해당되는 장애인 수(추정

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출현율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등록 장애인 수를 이용

하는 장애 인구 비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장애 출현율은 2014년 기

준 5.59%로, 2000년 이후 장애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4년 장애인 수와 

장애 출현율을 2011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장애인은 약 4.3만 명 정도 증

가하였으며, 장애 출현율은 약간 감소하였다. 이처럼 장애인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출현율이 감소한 것은 이 시기 인구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11)

<그림 Ⅱ-2> 우리나라 장애 출현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각 연도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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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민등록 인구 등록 장애인 수 장애 인구 비율

2001 48,021,543 1,134,177 2.4

2002 48,229,948 1,294,254 2.7

2003 48,386,823 1,454,215 3.0

2004 48,583,805 1,610,994 3.3

2005 48,782,274 1,789,443 3.7

2006 48,991,779 1,967,326 4.0

2007 49,268,928 2,104,889 4.3

2008 49,540,367 2,246,965 4.5

2009 49,773,145 2,429,547 4.9

2010 50,515,666 2,517,312 5.0

2011 50,734,284 2,519,241 5.0

2012 50,948,272 2,511,159 4.9

2013 51,141,463 2,501,112 4.9

2014 51,327,916 2,494,460 4.9

2015 51,529,338 2,490,406 4.8

<표 Ⅱ-3> 연도별 전체인구 대비 등록 장애 인구
(단위: 명, %)

주: 1) 각 인원은 단위를 천 명 기준으로 하였을 때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2) 비율은 장애 인구/주민등록 인구를 계산한 수치임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2016) 재인용함

전 세계 장애 인구는 전체 인구대비 15%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장애 출현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인데, 이는 장애로 인정하는 범위가 좁고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학습장애와 알코올중독을 정신장애로, 신진대사와 혈

관 및 피부 이상을 내부장애로, 사회·환경적 요인에 불이익을 받는 조건을 가진 사

람까지도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등 장애범주가 우리나라보다 더 포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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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OECD 국가 장애 출현율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7)

나. 고령화와 장애

2014년 장애 인구의 고령자 비중은 전체 인구의 고령자 비중인 12.7%에 비해 훨씬 

높은 43.3%이다. OECD 국가별, 연령별 장애인 출현율은 [부록]의 표에 나와 있다.

<그림 Ⅱ-4> 고령자 비중(만 65세 이상 비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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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장애인의 연령 구성(2015년)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6)

이처럼 장애인의 고령자 비중이 전체 인구와 비교해서 훨씬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중·고령기에 장애 발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년기가 길

어지면서 만성퇴행성 질환이나 노화의 과정으로 발생하는 노년기 장애 위험이 증가

하고 있다. 정신적 장애와 뇌전증을 제외한 모든 장애유형에서 50세 이후 장애가 발

생한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그림 Ⅱ-6> 50세 이상 장애인의 장애 발생 시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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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직 장애 인구가 고령자 비중보다 낮지만, 세계적으로는 장애 인구가 

15%로 고령인구 8.2%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장애는 더 

이상 특수한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과 상당히 비슷한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다. 

즉, 노인문제는 크게 보면 장애문제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장애가 우리 모두의 문

제이며, 노인과 장애인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근본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

다고 볼 수 있다.

3. 장애인의 경제적 특성

가. 소득 

2014년 기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223.5만 

원으로 전국 가구 평균 415.2만 원의 53.8% 수준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소

득이 월등히 낮다.

<장애 가구의 월 평균 소득> <장애 가구의 월 평균 지출>

<그림 Ⅱ-7> 장애가구의 월 평균 소득 및 지출

                                                       (단위: 천 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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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애인 가구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매우 높다.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

를 가구의 경상소득에 따라 10분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4년 가구소득의 평균이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이 장애인 가구의 경우 하위 20%인 반면에 

비장애인 가구는 하위 10%였다.12) 장애인의 16.9%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

다. 수급 형태를 보면 16.3%가 일반 수급가구였고, 의료·교육·자활특례 등 조건

부 수급가구는 0.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13)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가장 높은 장애인은 뇌전증 장애인(58.4%)이었으며, 정신적 장애인

(54.5%)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구분 장애인 가구 비장애인 가구

1분위 -49.1 555.3

2분위 870.7 1,191.2

3분위 1,158.9 1,890.3

4분위 1,586.3 2,687.7

5분위 2,044.4 3,602.4

6분위 2,640.2 4,433.4

7분위 3,398.2 5,312.8

8분위 4,583.3 6,417.8

9분위 6,158.4 8,230.4

10분위 10,374.1 14,234.2

전체 3,288.3 4,858.1

<표 Ⅱ-4>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10분위 연평균 경상소득 분포
(단위: 만 원)

자료: 한국복지패널 9차년도, 원자료 분석; 한국장애인개발원(2015)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애인 내에서 장애유형 혹은 장애 발생 시기에 따라 소득수준

의 이질성이 상당히 크게 존재한다. 장애유형 중 자폐성 장애인 가구의 월 수입액이 

36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뇌전증 장애인 가구의 월 수입액이 164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12) 한국장애인개발원(2015)

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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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
체

뇌
병
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
폐
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
흡
기

간 안
면

장
루
·
요
루

뇌
전
증

전
체

50만 원 미만 6.7 3.7 7.2 5.9 5.1 1.9 - 13.2 2.3 5.9 6.6 2.9 - 1.0 19.4 6.1

50~99만 원 22.6 22.6 21.7 24.9 15.0 13.7 - 27.4 20.7 20.4 25.5 7.7 12.9 33.6 27.1 22.1

100~149만 원 13.5 19.3 16.2 16.7 13.7 15.8 12.0 18.9 19.1 16.9 15.3 32.9 21.8 13.1 19.0 15.4

150~199만 원 12.0 10.9 9.7 10.5 17.8 14.8 13.1 12.2 11.4 5.4 10.5 6.5 5.0 12.6 17.1 11.7

200~249만 원 9.7 12.5 12.4 10.9 8.1 11.7 10.0 6.0 11.1 - 12.7 8.3 18.4 8.4 1.5 10.4

250~299만 원 7.8 7.9 5.0 6.4 8.7 10.5 7.7 8.4 8.7 16.3 8.1 15.6 12.1 17.4 - 7.7

300~349만 원 8.0 4.9 8.4 4.7 11.4 10.2 11.3 4.2 7.3 12.7 2.1 4.7 13.4 6.5 3.0 7.3

350~399만 원 4.0 3.4 4.4 3.7 9.2 5.6 4.1 1.6 2.6 - 11.5 4.8 - 4.7 - 4.0

400~499만 원 7.2 5.8 6.4 6.2 1.1 4.8 14.5 3.7 5.3 12.2 0.5 7.3 16.4 0.4 4.9 6.5

500만 원 이상 8.5 8.9 8.7 10.1 10.0 11.0 27.2 4.5 11.6 10.2 7.1 9.4 - 2.1 8.1 8.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23.9 224.3 223.3 219.7 238.9 256.8 367.4 168.6 246.7 258.7 204.1 249.9 229.3 179.6 164.1 224.9

<표 Ⅱ-5> 지난 1개월 평균 총 가구수입액(2014년)
(단위: %, 만 원)

주: 무응답자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장애 발생 시기에 따라서도 소득수준에 차이가 있다. 이는 장애기간이 경제활동 

참여 제약을 통해 소득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50세 이상 장애인의 월 평균 가구소

득을 비교해 본 결과 장애인의 나이가 많을수록, 장애기간이 길수록, 장애 발생이 발

달기일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평균 표준편차 유의수준1)

연령

50~64세 234.07 433.205

30.989(.000)***65~79세 158.17 146.151

80세 이상 169.09 171.803

장애기간
20년 미만 197.99 356.724

2.374(.018)*
20년 이상 179.26 164.115

장애 발생 시기

발달기 181.36 188.488

5.295(.005)**
청장년기 215.07 317.824

고령기 181.94 323.899

계 191.96 308.268

<표 Ⅱ-6> 장애노인의 가구소득: 연령, 장애기간, 장애 발생 시기별
(단위: 만 원, %)

주: 1) F분포 P값 

자료: 황주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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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중·고령기에 장애 발생 비율이 높아질 것이며 이미 경제활동을 상당기간 수

행한 후에 장애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은 과거 장애인과 비교해 상대적으

로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험보장에 대한 수요는 과거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장애인은 소득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반면,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

다. 의료비, 교통비, 보조기구 등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은 월 16만 4천 원으로, 

구성을 보면 의료비(40.2%)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이 교통비(15.6%), 보조기구

(11.5%) 순이다. 추가적인 소요비용 중 보조기구는 휠체어와 같이 장애로 인한 일상

생활 기능 손실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2차 사고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림 Ⅱ-8> 월 평균 장애 추가비용

(단위: 천 원)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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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 2014

의료비 35.4 40.2

교통비 14.2 15.6

보조기구 구입·유지 19.7 11.5

부모 사후 등 대비 3.4 10.2

보호간병비 8.8 8.3

통신비 6.0 6.0

재활기관 이용 1.2 2.6

보육·교육 3.7 2.5

기타 7.7 3.1

<표 Ⅱ-7>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구성 내용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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