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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발 간 사

2001년 5월 제54차 WHO 총회의 승인을 거쳐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가 국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국내에

서는 2004년에 첫 한국어판이 발행되어 장애에 대한 공통 언어로서 ICF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과거 단순히 의학적이나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만 장애를 바라보던 것에서 사회적․물리적 환경 

요인이 결합된 새로운 장애개념을 도입하고, 건강과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를 구분하는 틀로서 

ICF가 제공됨에 따라 건강 및 보건 관련, 다양한 기준과 분야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국외에서는 장애관련 조사나 서비스평가 등에 ICF가 활용되기 시작했고, 통계․연구․임상․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장애인등록, 노인․장애인대상 

재활서비스 등 관련 정책이나 업무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활발한 국내 연구 및 활용을 지원하고자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한국어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한국어개정판은 관련분야 

전문가의 참여로 국내상황에 맞는 최적의 표현과 최신 의학용어 등을 반영하여 현장에서의 활용성과 

접근성을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한국어개정판 발행에 수고하신 한국번역출판위원회 고문 

및 위원여러분, 번역 실무와 국내보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WHO-FIC 한국협력센터 여러분

들께 감사를 표하며, 금번 개정판이 널리 활용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6. 1. 

보건복지부장관  정 진 엽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

한글번역본 제2차 개정판 안내

본서는 2014년까지 WHO-FIC을 통해 공식 업데이트된 ICF코드를 반영한 한글

번역본 제2차 개정판입니다. 

번역을 총괄해 주신 신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이해정 교수와 송주민 교수, 그리고 

번역 검토와 확인을 위해 노력해 주신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의 이귀염 교수, ICF의 

개념 이해와 번역에 있어 자문을 주신 WHO-FIC 기능장애자문그룹 공동의장 

Catherine Sykes, 마지막으로 번역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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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3

개 요
Ⅰ

1. 배경

이 책은 ICF로 알려진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1) ICF 분류의 전반

적인 목적은 건강과 건강관련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통일되고 표준화된 언어와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ICF는 건강요소와 웰빙을 위한 몇몇 건강관련 요소(예: 교육과 노동)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ICF는 건강영역과 건강관련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영역들은 (1) 신체 기능과 구조, 

(2) 활동과 참여의 두 가지 기본 목록에서 신체적 관점 및 개인과 사회적 관점에서 서술된다.2) 

ICF는 특정 건강상태의 개인을 다양한 영역에서3) 체계적으로 분류한다(예: 질병이나 이상이 있는 

사람이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것). 기능수행은 모든 신체 기능, 활동 및 참여를 포함하는 

상위 용어이고, 이와 유사하게 장애는 손상, 활동 제한 및 참여 제약에 대한 상위 용어로 사용된

다. 또한 ICF는 이들 개념과 상호작용하는 환경 요소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ICF는 

사용자가 여러 영역에서 개인의 기능수행, 장애 및 건강에 대한 프로필을 기록하는 데 유용하다. 

ICF는 건강의 다양한 측면에서 적용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개발된 국제 분류군 중 하

나이다. WHO 국제 분류군은 건강에 대한 폭넓은 범위의 정보를 코드화하기 위한 체계(예: 진단

명, 기능수행 및 장애, 보건서비스를 수혜 받는 근거)를 제공하고, 세계적으로 다양한 학문과 과학 

분야에서 건강과 건강관리에 관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화된 공용 언어를 사용한다. 

WHO 국제 분류에서 건강상태(질병, 이상, 손상 등)는 병인학적 체계를 제공하는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의 약자)에 의해 주로 분류된다.4) 건강상태와 관련된 

1) 본 내용은 1980년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시험적 목적으로 처음 출간한 국제장애분류(ICIDH)의 개정판에 해당한다. 5년

간에 걸친 체계적인 현장시험과 국제적 논의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2001년 5월 22일 제54차 국제보건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다(협의문 WHA54.21).

2) 이 용어들은 앞서 사용되던 “손상(impairment)”, “장애(disability)” 및 “핸디캡(handicap)”이라는 용어를 대신하는 것으

로, 긍정적 측면들도 설명될 수 있도록 분류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새로운 용어는 본 서론에서 더 상세히 정의되고 있으며, 

분류에서 자세히 설명된다. 이들 용어는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며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미와는 차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3) 영역이란 상호관련 있는 생리학적 기능, 해부적 구조, 행위, 과제 또는 생활분야들의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조합을 의미한다.

4)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Tenth Revision, Vols. 1-3.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2-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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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수행 및 장애는 ICF에 의해 분류된다. 그러므로 ICD-10과 ICF는 상호보완적이며,5) 사용자

에게 이 두 가지의 WHO 국제 분류군을 함께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질병, 이상 또는 기타 

건강상태의 진단을 제공하는 ICD-10에 기능수행 관련 ICF의 정보가 추가되면 보다 충실한 정보

가 될 것이다.6) 진단에 기능수행을 더한 정보는 사람들이나 인구집단의 건강에 대한 폭넓고 보다 

의미 있는 상황을 제공하므로 의사결정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WHO 국제 분류군은 국제적 맥락에서 인구집단의 건강을 설명하고 비교하기 위한 가치 있는 

도구이다. ICD-10에 의해 제공되는 사망률과 ICF에 의해 제공되는 건강결과에 대한 정보는 인구

집단의 건강과 그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인구집단의 건강 요약 측정에 결합될 수도 있고 사망률과 

질병발생률의 다양한 원인을 평가하기 위해 결합될 수도 있다. 

ICF는 “질병의 결과” 분류(1980년판)에서 “건강의 요소” 분류로 바뀌었다. “건강의 요소”는 건

강의 구성요소를 확인하는 반면 “결과”는 질병이나 기타 건강상태가 결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영향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ICF는 연구자들이 적절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원인적 추론을 도

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병인학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취한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ICF의 접근

방식은 “건강 결정요인”이나 “위험 요인” 접근방식과는 다르다. 결정요인이나 위험 요인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ICF는 개인이 생활하고 있는 배경을 설명하는 환경요인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5) ICD-10과 ICF 사이에 중복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두 분류 모두 신체계통에서 시작한다. 손상이란 

신체 구조 및 기능과 관련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질병 과정”의 일부분이므로 ICD-10에서도 사용된다. 그러나 ICD-10에

서는 손상(증상과 징후로서)이라는 용어를 “질병”을 형성하는 수많은 요소의 일부로서, 때로는 보건서비스를 찾게 되는 이유

로 적용하는 반면, ICF에서는 손상이라는 용어를 건강상태와 관련된 신체 기능 및 구조의 문제로서 사용한다.

6) 동일한 질병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수준의 기능수행을 보여줄 수 있고, 동일한 기능수행 수준을 가진 두 사람이 반드

시 동일한 건강상태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두 분류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료목적을 위한 자료의 질을 향상시킨다. 

ICF 사용 시 통상적인 진단절차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 외 목적으로는 ICF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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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F의 목적

ICF는 다양한 전문가 집단과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목적 분류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건강과 건강관련 상태, 결과 및 결정요인을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한 과학적 기반 제공

•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포함한 보건 전문가, 연구원, 정책 입안자 및 일반인과 같은 다양한 사용

자들 사이의 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과 건강관련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공통언어 확립

• 국가, 보건관련 학문, 서비스 및 시간에 대한 자료 비교 가능

• 건강정보시스템을 위한 체계적 코드화 방식 제공 

ICF는 각기 다른 문화권 내 보건 정책, 질적 보장 및 결과 평가에 있어 다양한 소비자들이 사용

할 수 있는 의미 있고 실용적인 시스템 구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상기 목적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1 ICF의 적용

1980년 시험판의 출판 이후, ICIDH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 통계 도구 - 자료의 수집과 기록(예: 인구연구와 인구조사 또는 정보배열 관리)

• 연구 도구 - 결과, 삶의 질 또는 환경요인의 측정

• 임상 도구 - 요구도 평가, 특정 상태에 적절한 치료, 직업평가, 재활과 결과 평가

• 사회정책 도구 - 사회보장제도 계획, 보상체계 및 정책설계와 실행

• 교육 도구 - 교육과정개발 및 의식개선과 사회적 행동의 실행

ICF는 본질적으로 건강과 건강관련 분류이므로 보험, 사회보장제도, 노동, 교육, 경제, 사회정

책과 일반 법령 개발 및 환경 수정과 같은 분야에서도 사용된다. ICF는 유엔의 사회분류 중 하나

로 인정받고 있으며 장애가 있는 사람의 기회균등에 대한 표준 규칙의 내용을 인용하고 포함한

다.7) 따라서 ICF는 국내 법률뿐만 아니라 국제 인권 규약을 시행하는 데 적합한 도구이다.

 

ICF는 사회보장제도, 건강관리의 평가 그리고 지역사회, 국가 및 국제적 차원의 인구조사 등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ICF는 개인의 건강관리와 사회적 장애요인의 제거나 완화 및 사회적 지지

와 촉진요인의 제공을 장려하여 예방, 건강 증진 및 참여 향상과 같은 개인의 건강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에 개념적 체계를 제공한다. 또한 ICF는 평가와 정책 수립의 측면에서 건강관리체계

연구에 유용하다.

7) 장애가 있는 사람의 기회평등에 관한 표준규칙(The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1993년 12월 20일 제48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협의문 48/96). 뉴욕, 유엔공공정보부,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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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CF의 특성

분류는 분류할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 범위, 단위, 조직과 이러한 요소들의 상호관계 측면

의 구조화에 있어 명료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ICF의 이러한 기본 특성을 설명한다.

3.1 ICF의 보편성

ICF는 인간의 건강에 대한 모든 측면과 웰빙에 대한 건강관련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건강

영역 및 건강관련 영역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8) ICF는 건강의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는 한편, 

사회경제요소에 의한 것 같이 건강과 관련 없는 상황을 다루지는 않는다. 이를테면 현재 환경에서 

인종, 성별, 종교 또는 기타 사회경제적 특성은 사람의 과제 수행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는 건강

으로 인한 참여제한이 아니므로 ICF에서 분류되지 않는다. 

ICF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넓게 퍼져 있지만 사실 ICF는 모

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ICF는 모든 건강조건과 관련된 건강과 건강관련 상태의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편적인 적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9)

3.2 ICF의 범위

ICF는 인간의 기능수행과 기능수행의 제한에 대한 상황설명을 제공하고 이 정보의 조직화를 

위한 체계로 활용된다. ICF는 의미 있고 서로 연관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구조화 한다. 

ICF는 두 부분으로 정보를 조직화 한다. 1부는 기능수행과 장애에 대해, 2부는 배경요인에 대

한 것이다. 각 부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1. 기능수행과 장애의 요소

신체요소는 두 가지 분류 즉 신체 계통의 기능과 신체 구조로 구성된다. 이 두 가지 분류에 대한 

장은 신체 계통에 따라 정리된다.

활동과 참여 요소는 개인 및 사회적 관점에서 기능수행의 측면을 나타내는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8) 건강영역의 예는 시각기능, 청각기능, 걷기, 학습 및 기억을 포함하는 반면 건강관련 영역의 예는 교통수단, 교육, 사회적 

상호작용이 있다.

9) Bickenbach JE, Chatterji S, Badley EM, Ustun TM. Models of disablement, universalism and the ICIDH,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999, 48:1173-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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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요인의 요소

환경요인 목록은 배경요인의 첫 번째 요소이다. 이는 기능수행과 장애에 관련된 모든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개인의 주변 환경에서 일반적 환경의 순서로 정리된다.

개인요인 또한 배경요인에 해당되지만 개인과 관련된 사회적･문화적 다양성이 크기 때문에 

ICF에서는 분류하지 않는다.

ICF의 1부에서 기능수행 요소와 장애 요소는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된다. 첫째, 문제를 보여주

기 위해 사용될 수 있고(예: 장애라는 상위용어로 요약되는 손상, 활동 제한 또는 참여 제약) 둘째, 

문제가 없는 측면(기능수행이라는 상위의 용어로 요약되는 건강과 건강관련 상태의 중립적 측면)

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기능수행과 장애에 대한 요소들은 독립적이지만 서로 연관된 4가지 개념에 의해 해석된다. 그

리고 이러한 개념들은 분류척도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신체 기능과 구조는 생리학적 체계 또는 

해부학적 구조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활동과 참여 요소는 능력과 수행(4.2 참조)

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적용된다.

개인의 기능수행과 장애는 건강상태(질병, 이상, 손상, 외상 등)와 배경요인 사이의 역동적 상호

작용10)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배경요인은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을 모두 포함

한다. ICF는 분류의 핵심적 요소로서 환경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목록을 포함한다. 환경요인은 모

든 기능수행 및 장애 요소들과 상호작용 한다. 환경요인에 대한 기본개념은 신체적, 사회적 및 

태도적 측면에서 촉진되거나 저해되는 영향력을 말한다. 

3.3 분류의 단위

ICF는 건강과 건강관련 상태를 분류한다. 따라서 분류의 단위는 건강영역과 건강관련 영역에 

포함된 항목들이다. 그러므로 ICF에서 분류의 단위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즉 

ICF는 사람의 분류가 아닌, 건강영역과 건강관련 영역에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한다. 

아울러 이러한 설명은 환경과 개인요인의 맥락 안에서 항상 성립된다. 

3.4 ICF의 제시방식

ICF는 다양한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세부항목의 수준이 다른 두 가지 버전으로 제

시된다.

10) 이 상호작용은 사용자에 따라 과정 또는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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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ICF 상세버전으로 세부항목에 대해 네 가지 수준의 분류를 제공한다. 이 네 가지 수준

의 분류는 두 번째 수준에서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상위수준 분류체계로 통합될 수 있다. 두 번째 

수준 체계는 ICF 요약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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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CF 구성요소에 대한 개요

정   의11)

건강의 맥락에서:

신체 기능은 신체 계통의 생리적 기능이다(심리적 기능 포함). 

신체 구조는 기관, 팔다리 및 그 구성 요소들과 같은 신체의 해부학적 부위이다.

손상은 현저한 변형이나 손실에 의한 신체 기능 또는 구조에서의 문제이다.

활동은 개인이 과제나 행위를 실행하는 것이다.

참여는 생활의 상황에 관여하는 것이다.

활동 제한은 개인이 활동을 실행하는 동안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다.

참여 제약은 개인이 생활의 상황에 관여하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다.

환경요인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삶을 수행하는 데 있어 물리적, 사회적 및 태도적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다.

ICF 구성요소의 전반적인 개념은 표 1에 제시되었고, 용어는 5.1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였다. 

표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 ICF는 2부로 구성되며 각 부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제 1 부 기능수행과 장애

       (a) 신체 기능과 구조

       (b) 활동과 참여

제 2 부 배경요인

       (c) 환경요인

       (d) 개인요인

• 각 요소는 긍정적 용어와 부정적 용어로 표현될 수 있다.

• 각 요소는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고, 각 영역 내에서 분류 단위인 항목으로 구성된다. 각 

개인의 건강과 건강관련 상태는 적절한 항목 코드 또는 복수의 코드들을 선택한 다음 분류척

도를 더하여 기록될 수 있다. 분류척도는 그 항목에 해당하는 기능수행이나 장애의 범위, 또

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거나 환경요인이 촉진 또는 장해가 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보

여주는 숫자코드이다.

11) 부록 1의 분류 및 용어 또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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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ICF의 개요

1부 : 기능수행과 장애 2부 : 배경요인

구성요소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과 참여 환경요인 개인요인

영역
신체 기능

신체 구조

삶의 영역

(과제, 행위)

기능수행과

장애에 대한

외적 영향

기능수행과

장애에 대한

내적 영향

구성

신체 기능의 변화

(생리학적)

신체 구조의 변화

(해부학적)

표준 환경에서

과제를 실행하는

능력

현재 환경에서

과제를 실행하는

수행력

물리적, 사회적 및 

태도적 측면에서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영향력

개인의 태도에

대한 영향력

긍정적 측면
기능과 구조의 통합 활동, 참여

촉진요인 적용 안됨
기능수행

부정적 측면
손상 활동 제한, 참여 제약 장해요인

/저해요인
적용 안됨

장애

4.1 신체 기능과 구조 및 손상

정의 : 신체 기능은 신체 계통의 생리적 기능이다(심리적 기능 포함).

신체 구조는 기관, 팔다리 및 그 구성 요소들과 같은 신체의 해부학적 부위이다. 

손상은 중요한 변형이나 손실에 의한 신체 기능 또는 구조에서의 문제이다.

(1) 신체 기능과 신체 구조는 두 개의 다른 부분으로 분류된다. 이 두 가지 분류는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예를 들면, 신체 기능에는 “시각기능”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각들

을 포함하고, 이 기능에 관한 구조적 연관성은 “눈 및 관련구조”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신체”는 인간 유기체 전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뇌와 그 기능 즉, 마음을 포함한다. 그러므

로 정신(또는 심리학적) 기능은 신체 기능에 포함된다.

(3) 신체 기능과 구조는 신체 계통에 따라 분류된다. 따라서 신체 구조는 기관으로서 고려되지 

않는다.12)

(4) 구조의 손상은 신체 구조의 이상, 결함, 손실 또는 심각한 변형을 포함한다. 손상은 조직이

나 세포수준 및 세포하수준 또는 분자수준에서 생물학적 지식에 따라 개념화되었다. 그러나 

12) ICIDH 1980년 판에서는 기관 수준을 언급하였지만, “기관”에 대한 용어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눈과 귀는 전통적으로 

기관으로 간주되지만, 눈과 귀의 경계를 파악하고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고, 팔다리나 내부기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

체 내의 개체나 단위체를 의미하는 “기관”이라는 용어적 접근 대신 ICF에서는 “신체 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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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준은 실용적인 이유로 목록화하지 않았다.13) 손상에 대한 생물학적 기반에 근거

하여 분류가 이루어졌으며 세포나 분자 수준에서의 분류에 대한 확장의 여지는 있다. 의료

분야 사용자들은 손상이 근본적인 병리학적 의미가 아니라 그 손상의 병리학적 징후를 의미

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5) 손상은 신체와 그 기능의 생의학적 상태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구 표준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고, 그 구성요소에 대한 정의는 이 표준에 따라 신체와 정신적 기능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담당한다.

(6) 손상은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일 수 있고, 진행적이거나 퇴행적, 또는 고정적일 수 있으며 간

헐적이거나 지속적일 수도 있다. 인구 표준에서 벗어나는 정도는 경미하거나 심각할 수도 

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은 코드 내에서 주로 점 뒤에 

붙는 분류척도에 의해 더 자세히 설명된다.

(7) 손상은 병인학이나 그 손상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의 여부와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 시력

이나 팔다리의 손실은 유전적 기형이나 부상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손상이 있다는 것은 

곧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인 자체만으로는 결과로 나타나는 손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또한 손상이 있다는 것은 신체 기능이나 구조에 기능장애가 있다는 것이지

만 여러 가지의 질병이나 이상 또는 생리학적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8) 손상은 건강상태를 표현하거나 건강상태의 부분일 수 있지만 반드시 질병이 있거나 개인이 

아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9) 손상은 이상이나 질병보다 그 영역에서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예를 들면, 다리의 손실

은 신체 구조의 손상이지 이상이나 질병은 아니다. 

(10) 손상은 또 다른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력의 부족은 움직임 기능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심장기능은 호흡기능 손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지각 손상은 사고기

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11) 신체 기능과 구조에서 구성요소 일부 항목들과 ICD-10 항목들은 중복되어 보일 수 있고 

특히 증상과 징후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분류의 목적은 다르다. ICD-10

은 질병발생률이나 서비스 활용을 기록하기 위해 증상을 분류한 반면, ICF는 예방이나 환

자의 요구를 확인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증상을 신체 기능의 부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ICF의 신체 기능과 구조에 대한 분류는 활동과 참여 항목과 함께 사용되도록 

고안되었다는 것이다.

13) 따라서 ICF 상세판을 사용하여 코드로 분류된 손상은 직접 관찰하거나 관찰에 의한 추론에 의해 타인이 감지할 수 있거나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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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손상은 정의된 식별기준을 사용하여 적절한 항목으로 분류된다(예: 한계수준에 따라 존재 

또는 부재). 이러한 기준은 신체 기능과 구조에 대하여 동일하다. 그 기준은 (a) 손실 또는 

부족 (b) 감소 (c) 추가 또는 과잉 및 (d) 변형이다. 손상이 나타나면 ICF의 포괄적 분류척

도를 사용하여 심각성을 척도화 할 수 있다.

(13) 공기의 질과 숨쉬기, 빛과 보기, 소리와 듣기, 산만하게 하는 자극과 주의집중, 지지면의 

질감과 균형 및 주변온도와 체온 조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과 같이 환경요인은 신체 

기능과 상호작용을 한다. 

4.2 활동과 참여 / 활동 제한과 참여 제약

정의 : 활동은 개인이 과제나 행위를 실행하는 것이다.

참여는 생활의 상황에 관여하는 것이다.

활동 제한은 개인이 활동을 실행하는 동안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다.

참여 제약은 생활의 상황에 관여하는 동안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다.

(1) 활동과 참여의 구성요소 영역은 생활영역 전 범위(기본학습 또는 보기에서 대인상호작용 

또는 고용과 같은 복합적인 영역까지)를 다루는 단일 목록으로 제시된다. 구성요소는 활동

(a)이나 참여(p) 또는 두 가지 모두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들 영역은 수행과 

능력이라는 두 가지 분류척도에 의해 그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목록을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들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자료체계를 제공한다(표 2 참조).

표 2. 활동과 참여: 정보배열

영역
분류척도

수행 능력

d1 학습과 지식적용

d2 일반적 과제와 요구

d3 의사소통

d4 이동

d5 자기관리

d6 가정생활

d7 대인상호작용과 대인관계

d8 주요 생활영역

d9 지역사회생활, 사회생활 및 시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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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분류척도는 개인이 현재 환경에서 무엇을 하는지 설명한다. 현재 환경은 사회적 상황

을 포함하므로 수행은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실제 환경에서 일어나는 “생활 상황에 관여하

는 것” 또는 “그 생활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14) 이러한 내용은 환경요인 즉, 

환경요인 구성요소를 이용하여 코드화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사회적 및 태도적 측면들을 

포함한다.

(3) 능력 분류척도는 과제나 행위를 수행하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 이 구성개념은 개인이 

정해진 시간과 할당된 영역 안에서 성취할 수 있는 최상의 기능수행 수준을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인의 최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이 개인의 능력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력을 상쇄해주는 “표준화된” 환경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표준화된 환경은 

a) 능력 평가를 위한 검사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실제 환경, 또는 b) a)의 환경이 

불가능할 경우, 이와 동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는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을 “동

일한” 환경 또는 “표준화된” 환경이라 한다. 그러므로 능력 구성개념은 환경적으로 적응된 

개인의 능력을 반영한다. 그리고 각국 모든 사람들의 국제적인 비교에 있어 이러한 적응이 

동일해야 한다. “동일한” 또는 “표준화된” 환경의 특징은 환경요인 분류를 통해 코드화할 

수 있다. 능력과 수행 간의 차이는 현재의 환경과 표준화된 환경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차이를 반영하며, 이는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인의 환경에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유용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4) 능력과 수행의 분류척도는 보조장치나 인적보조의 유무를 포함할 수 있다. 보조장치나 인적

보조를 통해 손상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특정 영역에서 기능수행에 대한 한계들을 극복할 

수는 있다. 이러한 방식의 코드화는 보조장치 없이 개인의 기능수행이 얼마나 제한되는지 

확인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부록 2 코드화 지침 참조).

(5) 개인이 이 영역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에서 질적이나 양적 변화가 있을 때 이 영역에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제한 또는 제약은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인구표준에 대

비하여 평가된다. 개인의 능력과 수행을 비교하는 표준 또는 기준이란 비슷한 건강상태(질

병, 이상 또는 부상 등)가 없을 때의 능력과 수행을 말한다. 제한 또는 제약은 관찰된 수행

과 예상되는 수행 사이의 불일치로 기록된다. 예상되는 수행이란 특정 건강상태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경험을 나타내는 인구기준을 말한다. 수행 증진에 있어 개인의 환경에 무엇

을 할 수 있는지를 추론하기 위해 동일한 기준이 능력 분류척도에서 사용된다.

14) “참여”에 대한 정의는 관여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관여”에 대한 정의는 일상생활의 한 분야에 포함되거나 종사하는 

것 또는 필요한 자원으로 수용되거나 접근하는 것이다. 표2에 있는 정보배열 내에서 참여 지표는 수행을 통해서만 코드화

된다. 그러나 참여가 자동적으로 수행과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관여라는 개념은 또한 관여에 대한 주관적 경험(소속

감)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관여를 따로 코드화하기를 원하는 사용자는 부록 2의 코드화 지침을 참조해야 한다.



14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

(6) 수행과 관련된 문제는 신체 손상이 없는 경우에도 사회적 환경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증상도 없으나 HIV 양성반응이 나온 개인 또는 특정 질병에 대한 

유전적 소인이 있으나 손상이 없는 개인이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거나 차별 또는 편견으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7) 활동과 참여의 구성요소에서 그 영역을 기반으로 “활동”과 “참여”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 

이와 유사하게 이 영역에서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구별하는 것은 전문가적 체계

와 이론적 체계의 접근 방식 차이 및 주어진 국제적 다양성으로 인해 가능하지 않다. 그러므

로 사용자가 원한다면 ICF는 활동과 참여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자들의 운영방식으로 사용 

가능한 단일 목록을 제공한다. 이는 부록 3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구별

하기 위한 아래 4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다.

(a) 중복되지 않도록 활동에 해당하는 영역과 참여에 해당하는 영역을 지정하기

(b) (a)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되 부분적 중복을 허용하기

(c) 모든 세부적 영역은 활동으로 지정하고 광범위한 항목 제목들은 참여로 지정하기

(d) 활동과 참여에서 모든 영역들을 사용하기

4.3 배경요인

배경요인은 개인의 삶과 생활에 대한 모든 배경을 나타낸다. 여기에는 환경요인과 개인요인의 

두 구성요소가 있고 이 요인들은 건강상태와 개인의 건강 및 건강관련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요인은 사람이 생활하고, 그들의 삶을 수행하는 물리적, 사회적 및 태도적 환경을 구성한다. 

이 요인들은 개인에게 외적인 것이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수행, 행위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 또는 신체 기능이나 구조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환경요인은 분류에서 두 가지 수준의 관점에서 조직화된다.

(a) 개인적 수준 – 가정, 직장 및 학교와 같은 장소를 포함한 개인의 주변 환경으로 가족, 

지인, 동료 및 낯선 사람과 같이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타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대면하

는 환경의 물리적 및 물질적 특징들이 포함된다.

(b) 사회적 수준 – 공식적 사회구조, 비공식적 사회구조, 서비스 및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또는 사회의 중요한 접근방식이나 시스템으로 법, 규정, 공식 및 비공식적 규

칙, 태도와 관념뿐만 아니라 직장 환경, 지역사회 활동, 정부 기관, 통신과 수송 서비스 

및 비공식적 사회망과 관련된 조직과 서비스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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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요인은 신체 기능과 구조 및 활동과 참여의 구성요소와 상호작용한다. 각 구성요소에 

대한 상호작용의 범위와 양상은 향후 과학적 연구를 통해 더 자세히 설명될 것이다. 장애는 

개인의 건강상태, 개인요인 및 개인이 살고 있는 환경에 해당하는 외부 요인들 사이의 복잡

한 관계로 인한 결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 다양한 환경들이 동일한 건강상

태를 가진 개인에게 매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해요인이 있는 환경이나 촉진요인이 

없는 환경은 개인의 수행을 제한할 것이다. 보다 촉진적인 환경은 그 수행을 증진시킬 수 

있다. 사회는 장해요인(예: 접근이 불가능한 건물)을 만들거나 촉진요인을 제공하지 않아서

(예: 보조장치 사용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개인의 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 

개인요인은 개인의 삶과 생활에 대한 특정 배경으로 건강상태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특성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요인에는 성별, 인종, 연령, 기타 건강상태, 체력, 생활방식, 습관, 양

육, 대처 방식, 사회적 배경, 교육, 직업, 과거나 현재 사건, 전반적인 행동 패턴, 성격, 개인의 

심리학적 특성 및 기타 특징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는 모든 수준

에서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개인요인은 ICF에서 분류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요인이 중재의 

다양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림 1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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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능수행과 장애모델

5.1 기능수행과 장애과정

ICF는 분류이므로 기능수행과 장애의 “과정”을 형성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양한 개념과 영역

을 보여주는 수단으로서 장애의 과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ICF는 상호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으로서 기능수행과 장애 분류에 다각적인 접근법을 제공하며, 이러한 과정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고 모델화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에게 구성요소를 제공한다. 따라서 ICF는 언어로 볼 수 있는

바, 이를 어떠한 내용으로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자의 창의성 및 과학적 성향에 달려

있다. 하단의 그림 1은 현 시점에서의 여러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나타낸다.15)

건강상태 (장애나 질병)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 참여

환경요인 개인요인

그림 1. ICF 구성요소 사이의 상호작용

위의 도식에서와 같이 특정 영역에서 개인의 기능수행은 건강상태와 배경요인(환경요인과 개인

요인)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하거나 복잡한 관계에 있다. 이들 구성요소 사이에는 역동적인 상호 

작용이 이루어진다. 하나의 구성요소에 대한 중재는 하나 이상의 그 외 구성요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구체적이지만 항상 예측 가능한 일대일 관계는 아니다. 

상호작용은 양쪽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장애의 존재는 건강상태 자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하나 이상의 손상으로 능력제한을 추측하거나, 하나 이상의 제한으로 수행제약을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구성요소에 대한 개별적인 자료를 수집한 후 구성요

소 사이의 연관성과 인과관계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 경험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다면 ICF의 전체 구성요소들이 유용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5) ICF는 기능수행과 장애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ICIDH 1980판과 매우 다르다. 어떠한 도식이라도 

다차원 모델에서는 상호작용의 복잡성 때문에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이 모델은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그림에서 분명히 보여준다. 기타 주요 사항을 나타내는 데 다른 서술방식도 가능하다. 다양한 요소나 

구성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을 해석하는 방법 또한 다양할 수 있다(예를 들면, 신체 기능에 대한 환경요인의 영향은 참여에 

대한 환경요인의 영향과는 분명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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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은 있지만 능력제한은 없을 수 있다(예: 나병환자의 경우 외관상의 손상이 있더라도 그 

개인의 능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 있다).

• 명백한 손상이 없이 수행문제나 능력제한이 있을 수 있다(예: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일상 

활동수행이 감소될 수 있다).

• 손상이나 능력제한 없이 수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예: HIV 양성 환자나 과거 정신질환에서 

회복된 환자의 경우, 대인 관계나 직장에서 차별이나 편견에 직면할 수 있다).

• 보조 없이는 능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환경에서는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수 

있다(예: 이동에 제한이 있는 개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보조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 역방향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예: 팔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서 근위축이 야기될 수 있다. 

시설에 수용되어있어 사회성을 상실할 수 있다).

부록 4의 예시들은 구성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림 1에서 제시된 도식은 그 과정에서 배경요인(예: 환경요인과 개인요인)의 역할을 보여준다. 

이러한 요인은 건강상태와 더불어 개인과 상호작용을 하고, 개인의 기능수행 수준과 정도를 결정

한다. 환경요인은 개인에게 외적인 요소(예: 사회적 태도, 건축 양식, 법률 체계)로서 환경요인에 

의해 분류된다. 그러나 현 ICF에서는 개인요인을 분류하지 않는다. 개인요인에는 성별, 인종, 연

령, 체력, 생활방식, 습관, 대처방식 및 다른 개인적 요인들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이 요인들에 

대해 사용자가 평가할 수 있다.

5.2 의학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다양한 개념의 모델들이16) 장애와 기능수행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장애와 기

능수행은 “의학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논리로 표현할 수 있다. 의학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보았으며 질병, 외상 또는 다른 건강상태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해 발생하고 전문가의 개별

화된 의료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장애 관리의 목적은 치료 또는 개인의 적응과 행동변화이

다. 의료적 관리는 주요 현안으로서 간주되었고, 이에 대한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주된 대응은 보

건의료 정책의 개정 또는 수정이었다. 이에 반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은 주로 사회적으로 

발생된 문제와 기본적으로 개인이 사회로 완전하게 통합되는 것을 주요 사안으로 본다. 장애는 

개인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사회적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상태들의 복합체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관리를 위해서는 사회적 행동이 필요하고, 장애가 있는 개인이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완전하게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의 개선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 사회의 집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회적 모델의 주요 사안은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 태도나 이념적

인 것이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인권문제이다. 아울러 이 모델에 있어 장애는 정치적인 사안이다.

16) 여기서 “모델”이라는 용어는 구성이나 패러다임을 의미하며, 앞 장에서 사용한 용어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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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F는 위와 같이 대립되는 두 가지 모델의 통합에 기초하고 있다. 기능수행에 대한 다양한 관점

을 통합하기 위해 “생체심리사회적” 접근을 사용한다. 따라서 ICF는 생체학적, 개인적 및 사회적

으로 건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일관성 있는 견해에서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17)

17) 부록 5의 “ICF와 장애가 있는 사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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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CF의 사용

ICF는 인간의 기능수행과 장애에 대한 분류로서, 건강과 건강관련 영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

다. 각 구성요소에서 영역은 공통된 특성(예: 근원, 유형 또는 유사성)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정리

하였으며, 의미 있는 방식으로 순서화하였다. 아울러 분류는 원칙에 따라 체계화하였다(부록 1 

참조). 이 원칙은 분류의 수준과 계층구조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낸다. 한편 ICF의 일부 항목은 

비계층적 방법 즉, 순서는 없지만 수준에 있어서는 대등하게 나열된다. 

다음은 ICF 사용과 관련 있는 분류에 대한 구조적 특성이다. 

(1) ICF는 건강에 대한 “한 영역의 언어”로만 표현한 정의가 아니라 건강 및 건강관련 영역에 

대한 표준화된 조작적 정의를 제시한다. 이 정의는 각 영역의 근본적인 속성(예: 본질, 특성 

및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각 영역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것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정의는 설문조사로 변환될 수 있도록 평가에서 흔히 사용하는 측정범위 지정점을 포함한다. 

반대로 기존 평가도구에 의한 결과들을 ICF 용어로 코드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각기

능”을 한 눈 또는 양 눈으로 다양한 거리에서 형태와 윤곽을 감지하는 기능이라고 정의함으

로써, 시각 장애의 정도는 그 매개변수와 관련하여 가벼운, 중간 정도, 심한 또는 극심한 

어려움으로 코드화할 수 있다.

(2) ICF는 알파벳과 숫자를 혼용한 체계를 사용하며 신체 기능, 신체 구조, 활동과 참여 및 환경

요인을 나타내기 위해 b, s, d, e를 사용한다. 알파벳 다음에 오는 숫자 코드는 각 해당 장

의 숫자(한 자리 수)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두 자리 수), 이어서 세 번째

와 네 번째 단계(각 한 자리 수)가 오게 된다.

(3) ICF 항목은 광범위한 항목들을 정의하는 데 있어 상위의 항목이 세부적인 하위의 항목을 

포함하는 “집합체” 형식이다. 예를 들면, 4장 활동과 참여 구성요소 중 하나인 이동의 경우 

서기, 앉기, 걷기, 물건 옮기기 등과 같은 더 세분화된 항목들을 포함한다. ICF 요약버전이 

2단계를 다루고 있는 반면, 상세버전은 4단계로 확장하였다. 요약버전과 상세버전에서 사

용하는 코드들은 서로 부합되며, 요약버전은 상세버전을 축약한 것이다.

(4) 모든 개인은 각 단계에서 다양한 코드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코드들은 독립적이거나 서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5) ICF 코드는 분류척도가 있어야 완전하게 되며, 이 분류척도는 건강수준의 정도를 나타낸다

(예: 문제의 심각도). 분류척도를 한 자리, 두 자리 또는 더 많은 숫자를 점(또는 분리점) 

다음에 기입하여 코드화한다. 어떤 코드를 사용하든지 최소한 하나의 분류척도를 붙여야 하

며, 분류척도가 없는 코드는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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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체 기능과 구조에 대한 첫 번째 분류척도, 활동과 참여에 대한 수행과 능력의 분류척도 

및 환경요인의 첫 번째 분류척도는 모두 각각의 구성요소에 있어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

지 나타낸다. 

(7) ICF에서 분류된 세 가지 구성요소(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과 참여 및 환경요인)는 동일한 

척도를 이용하여 수치화한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구성개념에 따라 손상, 제한, 제약 또

는 장해가 있음을 의미한다. 관련 분류 영역(xxx는 두 번째 수준의 숫자)에 따라 아래의 

괄호 안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적절한 분류척도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수치화가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려면, 연구를 통한 평가 절차가 개발되어야 한다. 손상, 능력 제한, 수행 

문제 또는 장해요인을 수치화 할 수 있는 기준이나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가 있을 경우를 

위해 넓은 범위의 백분율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어려움 없음” 또는 “완전한 어려움”의 

코드화는 최대 5%까지의 오차범위를 가진다. “중간 정도의 어려움”은 완전한 어려움을 뜻

하는 척도의 절반 또는 수행시간의 절반미만을 나타낸다. 백분율은 백분위수와 같이 관련된 

인구기준을 참고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조정된다.

xxx.0 문제없음 (없음, 부재, 무시해도 될 정도의, …) 0-4% 

xxx.1 가벼운 정도의 어려움 (약간, 낮은, …) 5-24%

xxx.2 중간 정도의 어려움 (중간, 중, …) 24-49% 

xxx.3 심한 정도의 어려움 (높은, 심한, …) 50-95%

xxx.4 극심한 정도의 어려움 (전체, …) 96-100%

xxx.8 상세불명

xxx.9 해당 없음 

(8) 환경요인의 경우, 첫 번째 분류척도는 환경에 대한 긍정적 영향 즉 촉진요인의 정도 또는 

부정적 영향 즉, 장해 정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두 경우 모두 동일한 0-4점 척도를 

사용하지만, e110+2와 같은 예를 보면 촉진요인임을 나타내기 위해 +기호로 점을 대체한

다. 환경요인은 (a) 각 구성개념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코드화하거나 (b) 특정 개별 구성개

념과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코드화할 수 있다. 영향력과 기여도를 더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a) 방법을 선호한다. 

(9) 각 항목을 코드화하기 위해 기타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다양한 사용자에게 적절한 도움이 

될 것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가적 분류척도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표 3에는 

각 구성요소에 관련된 분류척도의 상세한 정보와 개발되어 있는 부가적 분류척도를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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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첫 번째 분류척도 두 번째 분류척도

신체 기능 (b) 손상의 정도나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부정적 척도에 부가되는 포괄적 분류척도

예: b167.3은 언어에 대한 특정 정신기능의 심

각한 손상을 의미한다.

없음 

신체 구조 (s) 손상의 정도나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부정적 척도에 부과되는 포괄적 분류척도

예: s730.3은 팔의 심각한 손상을 의미한다. 

각 신체 구조에 나타난 변화의 특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됨.

0 구조 변화 없음

1 완전 부재

2 부분 부재

3 부분 추가

4 이상크기

5 불연속

6 이상 정렬

7 체액 축적을 포함한 신체 구조의 질적 변화

8 상세불명

9 해당 없음

예: s730.32는 팔의 부분 부재를 의미한다.

활동과 참여 (d) 수행

포괄적 분류척도

개인의 현재 환경에서의 문제

능력

포괄적 분류척도

보조가 없으면 제한됨

(10) 건강 및 건강관련 영역에 대한 설명은 분류한 시점(스냅사진과 같이)에서 사용한 것을 의

미한다. 한편 여러 시점에서 이를 사용한다면 시간에 따른 경과와 진행에 대한 설명을 가

능하게 한다. 

(11) ICF에서 개인의 건강과 건강관련 상태는 두 부분에서의 분류를 포함하는 코드배열로 나타

낸다. 따라서 개인별 최대 코드는 첫째 단계에서는 34개가 된다(신체 기능 8개, 신체 구조 

8개, 수행 9개 및 능력 9개 코드). 이와 유사하게 둘째 단계 항목에서 총 코드 수는 362개

이다. 보다 분화된 단계에서는 이러한 코드가 모두 1,424 항목까지 이른다. ICF를 실생활

에 적용하는 데 있어 3개에서 18개의 코드 조합으로 둘째 단계(세 자릿수)에서 하나의 사

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네 단계분류의 상세버전은 전문가 서비스(예: 

재활 결과, 노인병학)에 사용되는 반면, 두 단계 분류는 설문조사나 임상결과 평가에 사용

될 수 있다. 

코드화에 대한 지침을 부록 2에 제시하였다. 사용자들은 WHO와 WHO 협력센터네트워크를 

통해 분류 사용법에 대하여 교육을 받길 권장한다.

표 3. 분류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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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첫 번째 분류척도 두 번째 분류척도

예: d5101.1_은 현재 환경에서 사용가능한 보

조기구를 사용하여 전신을 씻는데 가벼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d5101._2는 전신을 씻는데 중간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조장

치나 인적보조가 없으면 중간 정도의 어려

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요인 (e) 장해요인과 촉진요인의 범위를 각각 나타내기 

위해 부정적 척도와 긍정적척도에 부과되는 포

괄적 분류척도

예: e130.2는 교육용 제품이 중간 정도의 장해

요인임을 의미한다. 반대로 e130+2는 교

육용 제품이 중간 정도의 촉진요인임을 의

미한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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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차 세계보건총회(WHA) ICF의 국제적 사용 승인

WHA54.21 결의안은 다음과 같다.

제 54차 세계보건총회에서는

1. ICIDH 개정판을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 이후 ICF로 사용)로 승인한다.

2. 회원국들이 자국의 특수 상황과 향후 개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구, 감시 및 보고에 ICF를 

타당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3. ICF 활용을 위해 회원국의 요청이 있다면 지원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Ⅱ. 제1단계 분류

각 장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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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 분류
Ⅱ

신체 기능

제 1 장 정신기능

제 2 장 감각기능과 통증

제 3 장 음성과 말하기기능

제 4 장 심장혈관계, 혈액계, 면역계 및 호흡계 기능

제 5 장 소화계, 대사계 및 내분비계 기능

제 6 장 비뇨생식기능과 생식기능

제 7 장 신경근뼈대와 움직임에 관련된 기능

제 8 장 피부 및 관련구조의 기능

신체 구조

제 1 장 신경계의 구조

제 2 장 눈, 귀 및 관련구조

제 3 장 음성과 말하기에 관련된 구조

제 4 장 심장혈관계, 면역계 및 호흡계의 구조

제 5 장 소화계, 대사계 및 내분비계와 관련된 구조

제 6 장 비뇨계 및 생식계와 관련된 구조

제 7 장 움직임과 관련된 구조

제 8 장 피부 및 관련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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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 참여

제 1 장 학습과 지식적용

제 2 장 일반적 과제와 요구

제 3 장 의사소통

제 4 장 이동

제 5 장 자기관리

제 6 장 가정생활

제 7 장 대인상호작용과 대인관계

제 8 장 주요 생활영역

제 9 장 지역사회생활, 사회생활 및 시민생활

환경요인

제 1 장 제품과 기술

제 2 장 자연환경 및 인공환경 변화

제 3 장 지원과 관계

제 4 장 태도

제 5 장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Ⅲ. 제2단계 분류

첫 번째 세부수준과

각 장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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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분류
Ⅲ

신체 기능

제1 장 정신기능

일반 정신기능(b110-b139)

b110 의식기능

b114 지남력 기능

b117 지적 기능

b122 전반적 정신사회적 기능

b126 기질과 성격기능

b130 에너지와 욕동기능

b134 수면기능

b139 기타 명시된 일반적 정신기능 및 상세불명의 일반적 정신기능

특정 정신기능(b140-b189)

b140 주의력기능

b144 기억기능

b147 정신운동기능

b152 감정기능

b156 지각기능

b160 사고기능

b164 높은 수준의 인지기능

b167 언어의 정신기능

b172 계산기능

b176 복잡한 동작을 순서화하는 정신기능

b180 자아경험과 시간경험기능

b189 기타 명시된 특정 정신기능 및 상세불명의 특정 정신기능

b198 기타 명시된 정신기능

b199 상세불명의 정신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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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감각기능과 통증

시각 및 관련기능(b210-b229)

b210 시각기능

b215 눈 주위 구조의 기능

b220 눈과 눈 주위구조와 연관된 감각

b229 기타 명시된 시각 및 관련 기능과 상세불명의 시각 및 관련 기능

청각과 안뜰기능(b230-b249)

b230 청각기능

b235 안뜰기능

b240 청각 및 안뜰기능과 관련된 감각

b249 기타 명시된 청각과 안뜰기능 및 상세불명의 청각과 안뜰기능

부가적 감각기능(b250-b279)

b250 미각기능

b255 후각기능

b260 고유감각기능

b265 촉각기능

b270 온도와 기타 자극과 관련된 감각기능

b279 기타 명시된 부가적 감각기능 및 상세불명의 감각기능

통증(b280-b289)

b280 통증감각

b289 기타 명시된 통증감각 및 상세불명의 통증감각

b298 기타 명시된 감각기능과 통증

b299 상세불명의 감각기능과 통증

제 3 장 음성과 말하기기능

b310 음성기능

b320 조음기능

b330 말하기의 유창성과 리듬기능

b340 대체 발성기능

b398 기타 명시된 음성과 말하기기능

b399 상세불명의 음성과 말하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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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심장혈관계, 혈액계, 면역계 및 호흡계 기능

심장혈관계기능(b410-b429)

b410 심장기능

b415 혈관기능

b420 혈압기능

b429 기타 명시된 심장혈관계기능과 상세불명의 심장혈관계기능

 

혈액계와 면역계기능(b430-b439)

b430 혈액계기능

b435 면역계기능

b439 기타 명시된 혈액계와 면역계기능 및 상세불명의 혈액계와 면역계기능

 

호흡계기능(b440-b449)

b440 호흡기능

b445 호흡근육기능

b449 기타 명시된 호흡계의 기능과 상세불명의 호흡계의 기능

 

심장혈관계와 호흡계의 부가적인 기능과 감각(b450-b469)

b450 부가적인 호흡기능

b455 운동내성기능

b460 심장혈관기능 및 호흡기능과 연관된 감각

b469 기타 명시된 심장혈관계와 호흡계의 부가적 기능과 감각 및 상세불명의 심장혈관계와 

호흡계의 부가적 기능과 감각

b498 기타 명시된 심장혈관계, 혈액계, 면역계 및 호흡계기능

b499 상세불명의 심장혈관계, 혈액계, 면역계 및 호흡계기능

제 5 장 소화계, 대사계 및 내분비계 기능

소화계와 관련된 기능(b510-b539)

b510 섭취기능

b515 소화기능

b520 동화기능

b525 배변기능

b530 체중유지기능

b535 소화계와 연관된 감각

b539 기타 명시된 소화계와 관련된 기능 및 상세불명의 소화계와 관련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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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계 및 내분비계와 관련된 기능(b540-b559)

b540 일반대사기능

b545 수분, 미네랄 및 전해질균형기능

b550 체온조절기능

b555 내분비샘기능

b559 기타 명시된 대사 및 내분비계와 관련된 기능 및 상세불명의 대사 및 내분비계와 관련된 

기능

b598 기타 명시된 소화계 및 대사와 내분비계기능

b599 상세불명의 소화계 및 대사와 내분비계기능

제 6 장 비뇨생식기능과 생식기능

비뇨기능(b610-b639)

b610 소변배설기능

b620 배뇨기능

b630 배뇨기능과 연관된 감각

b639 기타 명시된 비뇨기능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능

성기능과 생식기능(b640-b679)

b640 성기능

b650 월경기능

b660 출산기능

b670 성기능과 생식기능과 연관된 감각

b679 기타 명시된 성기능과 생식기능에 연관된 기능 및 상세불명의 성기능과 생식기능

b698 기타 명시된 비뇨생식기능과 생식기능

b699 상세불명의 비뇨생식기능과 생식기능

제 7 장 신경근뼈대와 움직임에 관련된 기능

관절과 뼈의 기능(b710-b729)

b710 관절의 운동성기능

b715 관절의 안정성기능

b720 뼈의 운동성기능

b729 기타 명시된 관절과 뼈의 기능 및 상세불명의 관절과 뼈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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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기능(b730-b749)

b730 근력기능

b735 근긴장도기능

b740 근지구력기능

b749 기타 명시된 근육기능 및 상세불명의 근육기능

움직임기능(b750-b789)

b750 운동반사기능

b755 불수의적 움직임반응기능

b760 수의적 움직임조절기능

b765 불수의적 움직임기능

b770 보행패턴기능

b780 근육기능 및 움직임기능에 관련된 감각

b789 기타 명시된 움직임기능 및 상세불명의 움직임기능

b798 기타 명시된 신경근뼈대와 움직임 관련 기능 

b799 상세불명의 신경근뼈대와 움직임 관련 기능

제 8 장 피부 및 관련구조의 기능

피부의 기능(b810-b849)

b810 피부의 보호기능

b820 피부의 재생기능

b830 피부의 기타 기능

b840 피부와 관련된 감각

b849 기타 명시된 피부기능 및 상세불명의 피부기능

털과 손발톱의 기능(b850-b869)

b850 털의 기능

b860 손발톱의 기능

b869 기타 명시된 털과 손발톱의 기능 및 상세불명의 털과 손발톱의 기능 

b898 기타 명시된 피부 및 관련 구조의 기능

b899 상세불명의 피부 및 관련 구조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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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구조

제 1 장 신경계의 구조

s110 뇌의 구조

s120 척수 및 관련구조

s130 뇌척수막의 구조

s140 교감신경계의 구조

s150 부교감신경계의 구조

s198 기타 명시된 신경계의 구조

s199 상세불명의 신경계의 구조

제 2 장 눈, 귀 및 관련구조

s210 눈구멍의 구조

s220 눈알의 구조

s230 눈 주변의 구조

s240 바깥귀의 구조

s250 가운데귀의 구조

s260 속귀의 구조

s298 기타 명시된 눈, 귀 및 관련 구조

s299 상세불명의 눈, 귀 및 관련 구조

제 3 장 음성과 말하기에 관련된 구조

s310 코의 구조

s320 입의 구조

s330 인두의 구조

s340 후두의 구조

s398 기타 명시된 음성과 말하기에 관련된 구조

s399 상세불명의 음성과 말하기에 관련된 구조

제 4 장 심장혈관계, 면역계 및 호흡계의 구조

s410 심장혈관계의 구조

s420 면역계의 구조

s430 호흡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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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98 기타 명시된 심장혈관계, 면역계 및 호흡계의 구조

s499 상세불명의 심장혈관계, 면역계 및 호흡계의 구조

제 5 장 소화계, 대사계 및 내분비계와 관련된 구조

s510 침샘의 구조

s520 식도의 구조

s530 위의 구조

s540 창자의 구조

s550 이자의 구조

s560 간의 구조

s570 쓸개와 쓸개관의 구조

s580 내분비샘의 구조

s598 기타 명시된 소화계, 대사계 및 내분비계와 관련된 구조

s599 상세불명의 소화계, 대사계 및 내분비계와 관련된 구조

제 6 장 비뇨계 및 생식계와 관련된 구조

s610 비뇨계의 구조

s620 골반바닥의 구조

s630 생식계의 구조

s698 기타 명시된 비뇨계 및 생식계와 관련된 구조

s699 상세불명의 비뇨계 및 생식계와 관련된 구조

제 7 장 움직임과 관련된 구조

s710 머리와 목 부위의 구조

s720 어깨부위의 구조

s730 팔의 구조

s740 골반부위의 구조

s750 다리의 구조

s760 몸통의 구조

s770 움직임과 관련된 부가적인 근육뼈대의 구조

s798 기타 명시된 움직임과 관련된 구조

s799 상세불명의 움직임과 관련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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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피부 및 관련구조

s810 피부영역의 구조

s820 피부샘의 구조

s830 손발톱의 구조

s840 털의 구조

s898 기타 명시된 피부 및 관련 구조

s899 상세불명의 피부 및 관련 구조



Ⅲ. 제2단계 분류 39

활동과 참여

제 1 장 학습과 지식적용

의도적 감각경험(d110-d129)

d110 보기

d115 듣기

d120 기타 의도적 감각

d129 기타 명시된 의도적 감각 경험 및 상세불명의 의도적 감각 경험

기본학습(d130-d159)

d130 모방하기

d135 반복연습하기

d137 개념습득하기

d140 읽기학습

d145 쓰기학습

d150 연산학습

d155 기술 습득하기

d159 기타 명시된 기본학습 및 상세불명의 기본학습

지식적용(d160-d179)

d160 주의집중하기

d163 생각하기

d166 읽기

d170 쓰기

d172 계산하기

d175 문제해결하기

d177 의사결정하기

d179 기타 명시된 지식적용 및 상세불명의 지식적용

d198 기타 명시된 학습과 지식적용

d199 상세불명의 학습과 지식적용

제 2 장 일반적 과제와 요구

d210 단일 과제수행하기

d220 다중 과제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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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30 일상생활 수행하기

d240 스트레스와 기타 심리적 부담 관리하기

d298 기타 명시된 일반적 과제와 요구

d299 상세불명의 일반적 과제와 요구

제 3 장 의사소통

의사소통하기-수용(d310-d329)

d310 음성메시지로 의사소통하기-수용

d315 비언어적 메시지로 의사소통하기-수용

d320 공식적인 수화메시지로 의사소통하기-수용

d325 문자메시지로 의사소통하기-수용

d329 기타 명시된 의사소통하기-수용 및 상세불명의 의사소통하기-수용

의사소통하기-표현(d330-d349)

d330 말하기

d332 노래부르기

d335 비언어적 메시지로 표현하기

d340 공식적인 수화로 메시지 표현하기

d345 메시지 쓰기

d349 기타 명시된 의사소통 및 상세불명의 의사소통하기-표현

대화 및 의사소통장치와 기술의 사용(d350-d369)

d350 대화

d355 토론

d360 의사소통장치 및 기술 사용하기

d369 기타 명시된 대화 및 의사소통장치와 기술의 사용 그리고 상세불명의 대화 및 의사소통

장치와 기술의 사용

d398 기타 명시된 의사소통

d399 상세불명의 의사소통

제 4 장 이동

자세 바꾸기와 유지하기(d410-d429)

d410 기본자세 바꾸기 

d415 자세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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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20 자리이동하기

d429 기타 명시된 자세 바꾸기와 유지하기 및 상세불명의 자세 바꾸기와 유지하기

물건 나르기, 옮기기 및 취급하기(d430-d449)

d430 물건 들어올리기와 나르기

d435 다리로 물건 옮기기

d440 손의 섬세한 사용

d445 손과 팔의 사용

d449 기타 명시된 물건 나르기, 옮기기 및 취급하기와 상세불명의 물건 나르기, 옮기기 및 취

급하기

걷기와 이동하기(d450-d469)

d450 걷기

d455 이동하기

d460 다양한 장소에서 이동하기

d465 장비를 사용하여 이동하기

d469 기타 명시된 걷기와 이동하기 및 상세불명의 걷기와 이동하기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기(d470-d489)

d470 교통수단 이용하기

d475 운전하기

d480 교통수단으로서 동물타기

d489 기타 명시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기 및 상세불명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기

d498 기타 명시된 이동

d499 상세불명의 이동

제 5 장 자기관리

d510 씻기

d520 신체일부 관리하기

d530 용변 관리하기

d540 옷 입고 벗기

d550 먹기

d560 마시기

d570 자신의 건강 돌보기

d598 기타 명시된 자기관리

d599 상세불명의 자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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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가정생활

필수품 마련(d610-d629)

d610 주거 마련하기

d620 상품과 서비스획득

d629 기타 명시된 생필품획득 및 상세불명의 생필품획득

집안일(d630-d649)

d630 식사준비하기

d640 집안일하기

d649 기타 명시된 집안일하기 및 상세불명의 집안일하기

가정용품 관리하기 및 타인 보조하기(d650-d669)

d650 가정용품 관리하기

d660 타인 보조하기

d669 기타 명시된 가정용품 관리 및 타인 보조하기와 상세불명의 가정용품 관리 및 타인 보조

하기

d698 기타 명시된 가정생활

d699 상세불명의 가정생활

제 7 장 대인상호작용과 대인관계

일반적인 대인상호작용(d710-d729)

d710 기본적인 대인상호작용

d720 복잡한 대인상호작용

d729 기타 명시된 일반적 대인상호작용 및 상세불명의 일반적 대인상호작용

구체적인 대인관계(d730-d779)

d730 낯선 사람과 관계 맺기

d740 공식적인 관계

d750 비공식적인 사회적 관계

d760 가족관계

d770 친밀한 관계

d779 기타 명시된 구체적인 대인관계 및 상세불명의 구체적인 대인관계

d798 기타 명시된 대인상호작용과 대인관계

d799 상세불명의 대인상호작용과 대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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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주요 생활영역

교육(d810-d839)

d810 비공식적인 교육

d815 유아교육

d820 학교교육

d825 직업 훈련하기

d830 고등교육

d835 교육생활

d839 기타 명시된 교육 및 상세불명의 교육

일과 고용(d840-d859)

d840 견습과정(취업 준비)

d845 구직하기, 근속하기 및 퇴직하기

d850 유급고용

d855 무급고용

d859 기타 명시된 일과 고용 및 상세불명의 일과 고용

경제생활(d860-d879)

d860 기본적인 경제거래

d865 복잡한 경제거래

d870 경제적 자립

d879 기타 명시된 경제적 생활 및 상세불명의 경제적 생활

d898 기타 명시된 주된 삶의 영역

d899 상세불명의 삶의 영역

제 9 장 지역사회생활, 사회생활 및 시민생활

d910 지역사회생활

d920 레크리에이션과 여가

d930 종교 및 영성

d940 인권

d950 정치생활 및 시민권

d998 기타 명시된 지역사회생활, 사회생활 및 시민생활 

d999 상세불명의 지역사회생활, 사회생활 및 시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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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요인

제 1 장 제품과 기술

e110 개인 소비용 제품이나 물질

e115 개인용 일상생활 제품과 기술

e120 개인의 실내외 이동과 수송용 제품 및 기술

e125 의사소통용 제품과 기술

e130 교육용 제품과 기술

e135 작업용 제품과 기술

e140 문화, 여가활동 및 스포츠용 제품과 기술

e145 종교와 영적 의식용 제품과 기술

e150 공용 건물의 설계, 시공과 건축물 및 기술

e155 개인용 건물의 설계, 시공과 건축물 및 기술

e160 토지개발에 대한 제품과 기술

e165 자산

e198 기타 명시된 제품과 기술

e199 상세불명의 제품과 기술

제 2 장 자연환경 및 인공환경 변화

e210 자연지리

e215 인구

e220 식물상과 동물상

e225 기후

e230 자연재해

e235 인재

e240 빛

e245 시간관련 변화

e250 소리

e255 진동

e260 공기청정도

e298 기타 명시된 자연환경과 인공환경 변화

e299 상세불명의 자연환경과 인공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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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지원과 관계

e310 직계가족

e315 대가족

e320 친구

e325 지인, 또래, 동료, 이웃 및 지역사회 구성원

e330 권위적 지위에 있는 사람

e335 종속적 지위에 있는 사람

e340 개인 돌봄제공자와 개인 활동보조인

e345 낯선 사람

e350 가축

e355 보건 전문가

e360 그 외 전문가

e398 기타 명시된 지원과 관계

e399 상세불명의 지원과 관계

제 4 장 태도

e410 직계가족 구성원의 개인적인 태도

e415 대가족 구성원의 개인적인 태도

e420 친구의 개인적인 태도

e425 지인, 또래, 동료, 이웃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개인적인 태도

e430 권위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개인적인 태도

e435 종속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개인적인 태도

e440 개인 돌봄제공자와 개인 활동보조인의 개인적인 태도

e445 낯선 사람의 개인적인 태도

e450 보건 전문가의 개인적인 태도

e455 그 외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태도

e460 사회적인 태도

e465 사회적 규범, 관례 및 관념

e498 기타 명시된 태도

e499 상세불명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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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10 소비재 생산에 대한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15 건축과 건설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20 공유지 계획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25 주택공급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30 공익사업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35 통신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40 교통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45 시민보호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50 법률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55 단체 및 기관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60 미디어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65 경제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70 사회보장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75 일반적인 사회지원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80 보건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85 교육과 훈련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90 노동과 고용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95 정치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98 기타 명시된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99 상세불명의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Ⅳ. 상세분류와 정의

모든 항목의 정의, 포함 및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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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분류와 정의
Ⅳ

신체 기능

정의 : 신체 기능은 신체 계통의 생리적 기능이다(심리적 기능 포함). 

손상은 현저한 변형이나 손실에 의한 신체 기능 또는 구조에서의 문제이다. 

분류척도

손상의 정도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 부정척도를 사용하는 일반적 분류척도: 

xxx.0 손상 없음 (없음, 부재, 무시해도 될 정도의, …) 0-4%

xxx.1 가벼운 손상 (약간, 낮은, …) 5-24%

xxx.2 중간 정도의 손상 (중간, 중, …) 24-49%

xxx.3 심한 손상 (높은, 극심한, …) 50-95%

xxx.4 극심한 손상 (전체, …) 96-100%

xxx.8 상세불명

xxx.9 해당 없음 

신체 기능의 손상을 수치화 할 수 있는 측정도구나 기타 표준을 보정하는 경우에 백분율이 사용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체 기능에서 “손상 없음” 또는 “완전한 손상”을 코드화 할 때, 이 척도는 

최대 5%의 오차범위를 가진다. “중간 정도의 손상”은 일반적으로 전체 손상 척도의 최대 절반까

지를 의미한다. 백분율은 모집단 표준에 대한 각각의 다른 영역을 백분위수로 표시한다. 이러한 

수치화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연구를 통한 평가 절차 개발이 필요하다.

ICF 코드화 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2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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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정신기능

본 장은 뇌기능에 대한 것이다. 의식상태, 에너지 및 욕동과 같은 일반 정신기능 및 기억, 언어, 

계산과 같은 특정 정신기능에 대한 것이다.

일반 정신기능(b110-b139)

 b110 의식기능

또렷하고 지속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포함하여 각성과 인식에 대한 일반 정신기능

포함 : 의식의 상태, 연속성 및 질에 대한 기능; 의식상실, 혼수상태, 식물인간상태, 둔주, 

몽환상태, 빙의상태, 약물로 야기된 의식변화, 섬망, 혼미

제외 : 지남력기능(b114); 에너지와 욕동기능(b130); 수면기능(b134)

b1100 의식의 상태

변화되면 의식의 혼탁, 혼미 또는 혼수와 같은 상태를 야기할 수 있는 정신기능

b1101 의식의 연속성

깨어있음, 각성 및 자각을 지속하게 하는 정신기능으로 손상되면 둔주, 몽환이

나 기타 비슷한 상태를 야기하는 정신기능

b1102 의식의 질 

약물에 의해 유도된 의식상태의 변화 또는 섬망과 같은 깨어있음, 각성 및 지각

인식의 특성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기능

b1108 기타 명시되는 의식기능 

b1109 상세불명의 의식기능

 b114 지남력 기능

시간, 장소, 자신, 타인, 사물 및 공간에 대해 본인과의 관계를 알고 확인할 수 있는 일반 

정신기능

포함 : 시간, 장소 및 사람에 대한 지남력기능; 본인과 타인에 대한 지남력; 시간, 장소 

및 사람에 대한 지남력 장애

제외 : 의식기능(b110); 주의력기능(b140); 기억기능(b144)

b1140 시간에 대한 지남력

하루 중의 시간, 요일, 날짜, 월, 연도를 인지하는 정신기능

b1141 장소에 대한 지남력

자신의 주변 환경이나 도시 또는 국가와 같이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는 정신기능

b1142 사람에 대한 지남력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주변 환경에 있는 타인들에 대해 인지하는 정신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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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1420 자신에 대한 지남력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지와 관련된 정신기능 

b11421 타인에 대한 지남력

주변 환경에 있는 타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인지와 관련된 정신기능

b11428 기타 명시되는 사람에 대한 지남력 

b11429 상세불명의 사람에 대한 지남력

b1143 사물에 대한 지남력

사물 또는 사물의 특성을 인지하는 정신기능

b1144 공간에 대한 지남력

주변의 물리적 공간과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를 인지하는 정신기능

b1148 기타 명시되는 지남력기능 

b1149 상세불명의 지남력기능

 b117 지적 기능

모든 인지기능과 전 생애 동안의 인지 발달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신기능을 이해하고 구

조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반 정신기능

포함 : 지적 성장 기능; 지적 지연, 정신 지연, 치매

제외 : 기억기능(b144); 사고기능(b160); 높은 수준의 인지기능(b164) 

 b122 전반적 정신사회적 기능

의미와 목적의 측면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을 형성하는 정신기능을 

이해하고 조직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반 정신기능으로 전 생애 동안 발달함

포함 : 자폐증에서와 같이

 b126 기질과 성격기능

타인과 구별되는 정신적 특징을 포함하여 특정 방식으로 상황에 반응하는 개인의 타고난 

성향을 나타내는 일반 정신기능

포함 : 외향성, 내향성, 호응성, 성실성, 정신적 안정성, 정서적 안정성 및 경험에 대한 

개방성; 낙천성,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 자신감; 신뢰성

제외 : 지적 기능(b117); 에너지와 욕동기능(b130); 정신운동기능(b147); 정서기능(b152)

b1260 외향성

외향적이고 사교적이며 표현을 잘 하는 개인의 성향을 나타내는 정신 기능으로 

부끄러워하거나 제한적이고 내성적인 성향과 대조됨 

b1261 호응성

협조적이고 우호적이며 선뜻 부응하는 개인의 성향을 나타내는 정신기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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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이고 반항적인 성향과 대조됨

b1262 성실성

부지런하고, 체계적이며 꼼꼼한 개인의 성향을 나타내는 정신기능으로 게으름, 

불신 및 무책임과 같은 성향을 나타내는 정신기능과 대조됨

b1263 정신적 안정성

침착하고 차분하며 여유 만만한 개인의 성향을 나타내는 정신기능으로 짜증을 

잘 내고 변덕스러우며 걱정이 많고 기분 변화가 심한 성향과 대조됨

b1264 경험에 대한 개방성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질문하기를 좋아하고 경험을 추구하는 개인

적 성향을 나타내는 정신기능으로 활기가 없고 부주의하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

는 성향과 대조됨

b1265 낙관성

명랑하고 쾌활하며 희망적인 개인의 성향을 나타내는 정신기능으로 낙담하고 

우울하며 절망하는 성향과 대조됨

b1266 자신감

자기 확신적이고 대담하며 적극적인 개인의 성향을 나타내는 정신기능으로 소

심하고 자신이 없으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성향과 대조됨

b1267 신뢰성

믿음직스럽고 원칙적인 개인적 성향을 나타내는 정신기능으로 정직하지 않고 

반사회적인 성향과 대조됨 

b1268 기타 명시된 기질과 성격기능 

b1269 상세불명의 기질과 성격기능

 b130 에너지와 욕동기능

특정 요구와 일반적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인을 움직이게 하는 생리적 

및 심리적 기전의 일반 정신기능

포함 : 에너지수준, 동기부여, 식욕, 갈망(중독성이 있는 물질남용에 대한 갈망을 포함) 

및 충동조절

제외 : 의식기능(b110); 기질과 성격기능(b126); 수면기능(b134); 정신운동기능(b147); 

정서기능(b152)

b1300 에너지 수준

활력과 체력을 일으키는 정신 기능

b1301 동기부여

행동의 동기를 일으키는 정신기능; 행동에 대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인 원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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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302 식욕

음식과 음료에 대한 자연적이고 반복적인 갈망 또는 욕구를 일으키는 정신기능

b1303 갈망

남용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하여 물질 섭취에 대한 충동을 일으키는 정신기능

b1304 충동조절

무엇을 하고자하는 갑작스럽고 강렬한 충동을 조절하고 억제하는 정신기능

b1308 기타 명시된 에너지와 욕동기능

b1309 상세불명의 에너지와 욕동기능

 b134 수면기능

특징적인 생리적 변화를 동반한 정신기능으로 자신의 주변 환경으로부터 주기적이고 가

역적이며 선택적인 신체와 정신의 이탈에 대한 일반 정신기능

포함 : 수면의 양과 수면의 시작, 수면의 유지 및 수면의 질에 대한 기능; 불면증, 수면과

다증 및 기면증과 같은 수면주기와 관련된 기능

제외 : 의식기능(b110); 에너지와 욕동기능(b130); 주의력 기능(b140); 정신운동 기능

(b147)

b1340 수면의 양

하루 주기 또는 24시간 리듬에서 수면 상태로 소요된 시간과 관련된 정신기능

b1341 수면의 시작

깨어있는 상태에서 수면상태로 이행되는 정신기능

b1342 수면의 유지

수면 상태를 지속하는 정신기능

b1343 수면의 질 

최적의 신체적, 정신적 휴식과 이완을 유도하는 자연스러운 수면을 만들어내는 

정신기능

b1344 수면주기와 관련된 기능

급속안구운동 수면(꿈꾸기 동반)과 비급속안구운동 수면(생리적이고 심리적인 

활동 시간이 감소되는 전통적인 수면 개념)을 일으키는 정신기능

b1348 기타 명시된 수면기능

b1349 상세불명의 수면기능

 b139 기타 명시된 일반적 정신기능 및 상세불명의 일반적 정신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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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신기능(b140-b189)

 b140 주의력기능

필요한 시간동안 외부자극이나 내부경험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특정 정신기능

포함 : 주의력 유지하기, 주의력 전환하기, 주의력 분배하기, 주의력 공유하기; 집중력; 

주의산만

제외 : 의식기능(b110); 에너지와 욕동기능(b130); 수면기능(b134); 기억기능(b144); 

정신운동기능(b147); 지각기능(b156)

b1400 주의력 유지하기

필요한 시간 동안 집중하는 정신기능

b1401 주의력 전환하기 

하나의 자극에서 다른 자극으로 다시 집중하는 정신기능 

b1402 주의력 분배하기

두 개 이상의 자극에 대해 동시에 집중하는 정신기능

b1403 주의력 공유하기

어린이와 돌보는 사람이 함께 하나의 장난감에 집중하는 것과 같이 두 명 이상

의 사람들이 같은 자극에 집중하는 정신기능

b1408 기타 명시된 주의력기능

b1409 상세불명의 주의력기능 

 

 b144 기억기능

정보를 등록하고 저장하며, 필요에 따라 재생할 수 있는 특정 정신기능

포함 : 단기기억과 장기기억, 직전기억, 최근 기억 및 먼 기억에 대한 기능; 기억시간; 

기억재생; 기억하기; 명칭 기억상실, 선택적 기억상실 및 해리성 기억상실에서와 

같이 회상과 학습에 사용되는 기능

제외 : 의식기능(b110); 지남력기능(b114); 지적기능(b117); 주의력기능(b140); 지각기

능(b156); 사고기능(b160); 높은 수준의 인지기능(b164); 언어의 정신기능

(b167); 계산기능(b172)

b1440 단기기억

30초 정도 저장되는 일시적이고 소실되기 쉬운 기억으로 장기기억으로 강화되

지 않으면 정보를 잃게 되는 정신기능

b1441 장기기억

단기기억, 과거 사건에 대한 저장정보인 자전적 기억 및 언어와 사실에 대한 

저장정보인 의미기억 정보를 장기간 저장하는 기억체계로 만드는 정신기능

b1442 기억의 재생

장기기억으로 저장되어있는 정보를 회상하고 인식하게 하는 특정 정신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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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448 기타 명시된 기억기능

b1449 상세불명의 기억기능

 b147 정신운동기능

운동과 심리적 사건을 신체수준에서 조절하는 특정 정신기능

포함 : 정신운동지연, 흥분과 불안, 몸짓, 긴장증, 거부증, 양면지향, 동작모방증 및 메아

리언어증과 같은 정신운동 조절기능; 정신운동기능의 질

제외 : 의식기능(b110); 지남력기능(b114); 지적기능(b117); 에너지와 욕동기능(b130); 

집중력기능(b140), 언어의 정신기능(b167); 복잡한 운동을 순서화하는 정신기능

(b176)

b1470 정신운동조절

정신운동지연을 야기하는 조절의 소실(느린 움직임과 느린 말하기; 몸짓과 순발

력의 감소) 또는 정신운동의 흥분(발가락 까딱거리기, 손 떨기, 초조함이나 안

절부절 하는 것과 같이 비생산적이며 보통 내적긴장에 대한 반응으로 인한 과

도한 행위적이고 인지적인 활동)과 같은 운동요소와 심리요소가 모두 포함된 

행동속도 또는 반응시간을 조절하는 정신 기능

b1471 정신운동기능의 질

손과 눈의 협응 또는 보행과 같이 그 하위구성요소의 적절한 순서와 특성에 있

어서 비언어적 행동을 하는 정신기능

b1478 기타 명시된 정신운동기능

b1479 상세불명의 정신운동기능

 b152 감정기능

느낌과 심리과정의 정동 요소들과 관련된 특정 정신기능

포함 : 감정의 적절성에 대한 기능, 감정의 범위와 조절; 정동; 슬픔, 행복, 사랑, 두려움, 

화, 증오, 긴장, 불안, 기쁨, 비탄; 감정의 불안정성; 감정마비

제외 : 기질과 성격 기능(b126); 에너지와 욕동기능(b130) 

b1520 감정의 적절성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행복한 것과 같이 상황에 적합한 느낌이나 정동을 만들

어내는 정신기능

b1521 감정의 조절

정동의 경험과 표현을 조절하는 정신기능

b1522 감정의 범위

사랑, 증오, 불안, 비탄, 기쁨, 두려움 및 화와 같은 정동이나 느낌에 대한 각성

의 경험범위를 만들어내는 정신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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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528 기타 명시된 감정기능

b1529 상세불명의 감정기능

 b156 지각기능

감각자극을 인지하고 해석하는 특정 정신기능

포함 : 청지각, 시지각, 후지각, 미지각, 촉지각 및 환각이나 환상과 같은 시공간 지각 

기능 

제외 : 의식기능(b110); 지남력기능(b114); 주의력기능(b140); 기억기능(b144); 언어의 

정신기능(b167); 시각 및 관련 기능(b210-b229); 청각과 전정기능(b230-b249); 

부가적 감각기능(b250-b279) 

b1560 청지각

소리, 음의 높이, 음도 및 기타 청각 자극 식별에 관여하는 정신기능 

b1561 시지각

모양, 크기, 색깔 및 기타 시각자극 식별에 관여하는 정신기능

b1562 후지각

냄새의 차이 구별에 관여하는 정신기능 

b1563 미지각

단맛, 신맛, 짠맛 및 쓴맛 자극과 같이 혀에서 감지되는 맛의 차이 구별에 관여

하는 정신기능

b1564 촉지각

거칠거나 부드러운 자극과 같이 만져서 감지되는 감촉의 차이 구별에 관여하는 

정신기능 

b1565 시공간지각

주변 환경 또는 자신과 비교하여 사물의 상대적인 위치 구별에 관여하는 정신기능

제외 : 사물에 대한 지남력(b1143) 

b1568 기타 명시된 지각기능

b1569 상세불명의 지각기능 

 b160 사고기능

정신의 관념적 요소와 관련된 특정 정신기능

포함 : 사고의 속도, 형식, 조절 및 내용에 대한 기능; 목표 지향적 사고기능, 비목표-지

향적 사고기능; 사고의 압박, 사고의 비약, 사고의 단절, 사고의 모순, 사고이탈, 

우원증, 망상, 강박관념 및 강박행동과 같은 논리적 사고기능

제외 : 지적기능(b117); 기억기능(b144); 정신운동기능(b147); 지각지능(b156); 높은 

수준의 인지기능(b164); 언어에 대한 정신기능(b167); 계산기능(b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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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600 사고의 속도

사고과정의 속도를 조절하는 정신기능

b1601 사고의 형식

일관성과 논리에 맞게 사고과정을 조직화하는 정신기능

포함 : 관념적 고착증, 사고이탈 및 우원증 손상

b1602 사고의 내용

사고과정에서 나타나는 관념과 개념화된 것으로 구성된 정신기능

포함 : 망상, 관념의 과대평가 및 신체화 손상

b1603 사고의 조절

생각을 스스로 조절하고 인지하는 정신기능

포함 : 반추, 강박관념, 사고전파 및 사고주입 손상

b1608 기타 명시된 사고기능 

b1609 상세불명의 사고기능 

 b164 높은 수준의 인지기능

의사결정, 추상적 사고, 계획수립과 실행, 정신적 유연성 및 특정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 

결정하기와 같은 복합적인 목표지향적 행동을 포함하여 특히 뇌의 이마엽에 의해 지배되

는 특정 정신기능; 보통 실행기능이라고 함

포함 : 관념의 추상화와 조직화에 대한 기능; 시간 관리, 통찰력 및 판단력; 개념 구성, 

범주화 및 인지의 유연성

제외 : 기억기능(b144); 사고기능(b160); 언어에 대한 정신기능(b167); 계산기능(b172) 

b1640 추상화 

구체적인 사실, 특정 대상 또는 실제 상황과 구별되는 일반적인 개념, 특성 또

는 특징을 만들어 내는 정신기능

b1641 조직화와 계획하기

부분을 전체로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는 정신기능; 일을 진행하거나 실행하는 방

법 개발에 관여하는 정신기능

b1642 시간관리

발생순서에 따라 일을 정리하고, 일과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할당하는 정신기능

b1643 인지의 유연성 

문제 해결력에 관여하는 것으로 전략을 변경하거나 정신상태를 전환하는 정신

기능

b1644 통찰력

자신과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정신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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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645 판단력

의견 수립에 관여하는 기능과 같이 다른 선택사항들을 구별하고 평가하는 데 

관여하는 정신기능

b1646 문제해결력

부적절하거나 모순되는 정보를 확인, 분석 및 통합하여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정신기능

b1648 기타 명시된 높은 수준의 인지기능

b1649 상세불명의 높은 수준의 인지기능 

 
 b167 언어의 정신기능

기호, 상징 및 기타 언어 요소를 인식하고 사용하는 특정 정신기능

포함 : 구어, 문어 또는 수화와 같은 기타 형태의 언어를 수용하고 해석하는 기능; 구어, 

문어 및 기타 형태의 언어로 표현하는 기능; 수용성 실어증, 표현성 실어증, 브로

카 실어증, 베르니케 실어증 및 전도성 실어증과 같은 구어와 문어의 통합적 언어

기능

제외 : 주의력기능(b140); 기억기능(b144); 지각기능(b156); 사고기능(b160); 높은 수

준의 인지기능(b164); 계산기능(b172); 복잡한 운동을 순서화하는 정신기능

(b176); 2장 감각기능과 통증; 3장 목소리와 말하기기능

b1670 언어의 수용 

구어, 문어 또는 수화와 같은 기타 형태의 메시지 의미를 알기 위해 해석하는 

특정 정신기능 

b16700 구어의 수용

구어로 된 메시지를 해석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정신 기능 

b16701 문어의 수용 

문어로 된 메시지를 해석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정신 기능

b16702 수화의 수용

손과 기타 움직임으로 만들어진 신호를 사용한 언어를 해석하여 그 의

미를 파악하는 정신 기능

b16703 몸짓언어의 수용

손과 기타 움직임으로 만들어진 몸짓언어 메시지를 해석하여 그 의미

를 파악하는 정신 기능

b16708 기타 명시된 언어의 수용

b16709 상세불명의 언어의 수용 

b1671 언어의 표현

구어, 문어, 수화 또는 기타 형태의 언어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 필

요한 특정 정신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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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6710 구어의 표현

의미 있는 구어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신 기능

b16711 문어의 표현

의미 있는 문어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신 기능

b16712 수화의 표현 

손과 기타 움직임으로 만들어진 신호를 사용한 언어로 의미 있는 메시

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신 기능

b16713 몸짓언어의 표현

손과 기타 움직임으로 만들어진 몸짓언어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만들

기 위해 필요한 정신 기능

b16718 기타 명시된 언어의 표현 

b16719 상세불명의 언어의 표현

b1672 통합 언어기능 

구어, 문어 또는 기타 형태의 언어로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 의미론적이고 상징

적인 의미, 문법적 구조 및 관념을 조직화하는 정신기능 

b1678 기타 명시된 언어의 정신기능 

b1679 상세불명의 언어의 정신기능 

 b172 계산기능

수학적 기호와 과정을 결정, 추론 및 처리하는 특정 정신기능

포함 : 덧셈, 뺄셈 및 기타 단순한 수학 계산기능; 복잡한 수학 연산기능

제외 : 주의력기능(b140); 기억기능(b144); 사고기능(b160); 높은 수준의 인지기능(b164); 

언어의 정신기능(b167) 

b1720 단순한 계산

덧셈, 뺄셈, 곱셈 및 나눗셈과 같이 수를 계산하는 정신기능

b1721 복잡한 계산

서술형 문제를 산술과정으로 전환하기, 수학적 공식을 산술과정으로 전환하기 

및 수와 관련된 기타 복잡한 수식연산을 처리하는 정신기능

b1728 기타 명시된 계산기능 

b1729 상세불명의 계산기능

 b176 복잡한 동작을 순서화하는 정신기능

복잡하고 목적 있는 동작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협응하는 특정 정신기능

포함 : 관념 실행증, 관념운동 실행증, 옷입기 실행증, 눈운동 실행증 및 말하기 실행증과 

같은 손상



60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

제외 : 정신운동기능(b147); 높은 수준의 인지기능(b164); 7장 신경근뼈대와 움직임에 

관련된 기능

 b180 자아경험과 시간경험기능

자신의 실제 환경과 실제 시간 안에서 자기 정체성, 자신의 신체, 자신의 위치 인식과 

관련된 특정 정신기능

포함 : 자아 경험, 신체상 경험 및 시간경험기능 

b1800 자아경험 

자신의 실제 주변 환경에서 자기 정체성과 자신의 위치인지에 대한 특정 정신

기능

포함 : 이인증과 현실감 상실과 같은 손상

b1801 신체상

자신의 몸에 대한 묘사와 인지에 관련된 특정 정신기능

포함 : 환상사지와 너무 뚱뚱하거나 말랐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 손상

b1802 시간 경험 

시간의 기간 및 경과에 관련된 주관적 경험에 대한 특정 정신기능

포함 : 전혀 본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과 이미 본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과 같은 

손상

b1808 기타 명시된 자기경험과 시간경험기능

b1809 상세불명의 자기경험과 시간경험기능

 b189 기타 명시된 특정 정신기능 및 상세불명의 특정 정신기능

 b198 기타 명시된 정신기능

 b199 상세불명의 정신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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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감각기능과 통증

본 장은 통증감각 및 시각, 청각, 미각 등의 감각기능에 대한 것이다.

시각 및 관련기능(b210-b229)

 b210 시각기능

빛의 존재를 감지하고 시각자극의 형태, 크기, 모양 및 색의 감지와 관련된 감각기능

포함 : 시력기능; 시야기능; 시각의 질; 빛과 색을 감지하는 기능; 원거리 시력과 근거리 

시력, 한 눈 시력과 양 눈 시력; 시상의 질; 근시, 원시, 난시, 반맹, 색맹, 터널시

야, 중심 암점, 주변 암점, 복시, 명순응 손상 및 야맹증과 같은 손상

제외 : 지각기능(b156)

b2100 시력기능

양 눈과 한 눈으로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형태와 윤곽을 감지하는 시각기능 

b21000 양 눈의 원거리시력

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의 크기, 형태 및 윤곽을 두 눈으로 감지

하는 시각기능

b21001 한 눈의 원거리시력

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의 크기, 형태 및 윤곽을 오른쪽이나 왼

쪽 중 한 눈으로 감지하는 시각기능

b21002 양 눈의 근거리시력 

눈에서 가까이 있는 물체의 크기, 형태 및 윤곽을 두 눈으로 감지하는 

시각기능

b21003 한 눈의 근거리시력

눈에서 가까이 있는 물체의 크기, 형태 및 윤곽을 오른쪽이나 왼쪽 중 

한 눈으로 감지하는 시각기능 

b21008 기타 명시된 시력기능

b21009 기타 명시된 시력기능

b2101 시야기능

시선을 고정한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전체 영역과 관련된 시각기능

포함 : 암점, 터널시야, 약시와 같은 손상

b2102 시각의 질

광민감도, 색각, 대비민감도 및 상의 전반적인 질과 관련된 시각기능

b21020 광민감도

최소량의 빛(최소한도의 빛)을 감지하고 최소한의 빛 강도 차이(빛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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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시각기능

포함 : 암순응기능; 야맹증(빛에 대한 민감도 저하)과 눈부심(빛에 대

한 과민성)과 같은 손상

b21021 색각

색깔을 구별하고 맞추는 시각기능

b21022 대비민감도

필요한 빛의 최소량과 관련된, 배경에서 형태를 구별하는 시각기능

b21023 시상의 질

상의 선명도와 관련된 시각기능

포함 : 미광에서 보기, 손상된 상의 질(부유물 또는 띠), 상의 왜곡 및 

별이나 섬광 보기와 같은 손상 

b21028 기타 명시된 시각의 질

b21029 상세불명의 시각의 질

b2108 기타 명시된 시각기능

b2109 상세불명의 시각기능

 b215 눈 주위 구조의 기능 

눈의 안과 주위에 있는 시각기능을 촉진하는 구조의 기능

포함 : 눈의 안쪽 근육, 눈꺼풀, 수의적 움직임과 추적 움직임 및 응시를 포함하여 눈의 

바깥쪽 근육, 눈물샘, 순응 및 동공반사에 대한 기능; 안구진탕, 안구건조증 및 

안검하수와 같은 손상

제외 : 시각 기능(b210); 7장 신경근뼈대와 움직임과 관련된 기능

b2150 눈의 안쪽 근육의 기능

수정체와 동공의 모양과 크기를 조절하는 홍채와 같이 눈 안쪽에 있는 근육의 

기능

포함 : 순응기능; 동공반사

b2151 눈꺼풀의 기능

보호반사와 같은 눈꺼풀의 기능

b2152 눈의 바깥쪽 근육의 기능

다른 방향을 보기, 시야를 가로질러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 보기, 움직이는 표적

을 따라잡기 위해 신속눈운동을 하기 및 눈을 한 방향으로 응시하기 위해 사용

하는 근육의 기능

포함 : 안구진탕; 두 눈의 협력

b2153 눈물샘의 기능

눈물샘과 눈물관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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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158 기타 명시된 눈 주위 구조의 기능 

b2159 상세불명의 눈 주위 구조의 기능

 b220 눈과 눈 주위구조와 연관된 감각

피로하고 건조거나 가려운 눈의 감각 및 관련된 느낌

포함 : 눈 뒤의 압박감, 눈의 이물감, 눈의 피로, 눈의 작열감; 눈 자극

제외 : 통증 감각(b280)

 b229 기타 명시된 시각 및 관련 기능과 상세불명의 시각 및 관련 기능 

청각과 안뜰기능(b230-b249)

 b230 청각기능

소리의 존재를 감지하고 소리의 위치, 음도, 강도 및 음질을 식별하는 것과 관련된 감각기능

포함 : 청각, 청각식별, 음원의 위치, 소리의 편측화, 구어식별; 전농, 청각장애 및 청력손

실과 같은 손상

제외 : 지각기능(b156), 언어에 대한 정신기능(b167) 

b2300 소리탐지

소리의 존재를 감지하는 것과 관련된 감각기능

b2301 소리식별

배경음과 양쪽 귀 소리의 조합, 분리 및 혼합의 구별을 포함한 소리의 유무를 

감지하는 것과 관련된 감각기능

b2302 음원의 위치 결정

음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 감각기능

b2303 소리의 편측화

소리가 오른쪽이나 왼쪽 중 어느 쪽에서 들려오는지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 감

각기능 

b2304 말소리식별

구어를 파악하고 그것을 다른 소리와 구별하는 것과 관련된 감각기능 

b2308 기타 명시된 청각기능

b2309 상세불명의 청각기능 

 b235 안뜰기능

위치, 균형 및 움직임과 관련된 속귀의 감각기능



64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

포함 : 위치와 위치감각기능; 신체의 균형과 움직임에 대한 기능

제외 : 청각 및 안뜰기능과 연관된 감각(b240) 

b2350 위치에 대한 안뜰기능

신체 위치를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 속귀의 감각기능

b2351 균형에 대한 안뜰기능

신체 균형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 속귀의 감각기능

b2352 움직임 파악에 대한 안뜰기능

움직임의 방향과 속도를 포함하여 신체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 속귀의 

감각기능

b2358 기타 명시된 안뜰기능

b2359 상세불명의 안뜰기능

 b240 청각 및 안뜰기능과 관련된 감각

어지럼증, 낙상, 귀울림 및 현기증에 대한 감각

포함 : 귀울림, 귀속 자극, 귀의 압력감, 어지럼증이나 현기증과 연관된 메스꺼운 감각

제외 : 전정기능(b235); 통증감각(b280)

b2400 귀울림 또는 이명

귀에서 나는 낮은 음도의 바람소리, 쇳소리 또는 귀 울림감각

b2401 어지럼증

자기 자신이나 자기 주변 환경과 관련된 움직임에 대한 감각; 회전, 흔들림 또

는 기울어짐에 대한 감각

b2402 낙상에 대한 감각 

통제력을 잃고 넘어지는 것에 대한 감각

b2403 어지럼증이나 현기증과 연관된 메스꺼움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에 의해 발생되는 구토하고 싶은 감각 

b2404 귀속 자극

귀 안의 가려움이나 기타 유사한 감각

b2405 귀의 압력감

귀 안의 압력에 대한 감각

b2408 기타 명시된 청각과 안뜰기능에 관련된 감각 

b2409 상세불명의 청각과 안뜰기능에 관련된 감각

 b249 기타 명시된 청각과 안뜰기능 및 상세불명의 청각과 안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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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적 감각기능(b250-b279)

 b250 미각기능

쓴맛, 단맛, 신맛 및 짠맛의 정도를 감지하는 감각기능 

포함 : 미각기능; 미각상실증과 미각저하증과 같은 손상 

 b255 후각기능

향기와 냄새를 감지하는 감각기능 

포함 : 후각기능; 후각상실증과 후각저하증와 같은 손상

 b260 고유감각기능

신체 부분의 상대적 위치를 감지하는 감각기능

포함 : 위치감각과 운동감각기능

제외 : 전정기능(b235); 근육과 움직임 기능과 관련된 감각(b780)

 b265 촉각기능

표면과 그 질감이나 질을 감지하는 감각기능

포함 : 만지거나 만져지는 느낌에 대한 기능; 둔한 감각, 무감각, 저림, 감각이상 및 감각

과민증과 같은 손상

제외 : 온도와 기타 자극과 관련된 감각기능(b270)

 b270 온도와 기타 자극과 관련된 감각기능

온도, 진동, 압력 및 유해 자극을 감지하는 감각기능

포함 : 온도, 진동, 흔들림이나 떨림, 표재압박, 심부압박, 타는 듯한 감각 또는 유해 자극

을 감지하는 기능

제외 : 촉각기능(b265); 통증감각(b280)

b2700 온도에 대한 민감성

차가움과 뜨거움을 감지하는 감각기능

b2701 진동에 대한 민감성

흔들림이나 떨림을 감지하는 감각기능

b2702 압력에 대한 민감성

피부에 가해지는 압력을 감지하는 감각기능

포함 : 촉각에 대한 민감성, 감각둔화, 감각저하증, 감각과민증, 감각이상 및 저

림과 같은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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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703 유해자극에 대한 민감성 

아프거나 불편함을 감지하는 감각기능

포함 : 통각저하증, 통각과민증, 무해자극통증, 통각상실 및 통증성 무감각증과 

같은 손상 

b2708 기타 명시된 온도와 기타 자극과 관련된 감각기능 

b2709 상세불명의 온도와 기타 자극과 관련된 감각기능

 

 b279 기타 명시된 부가적 감각기능 및 상세불명의 감각기능 

통증(b280-b289)

 b280 통증감각

일부 신체 구조의 잠재적 손상이나 실제 손상을 나타내는 불쾌한 느낌에 대한 감각 

포함 : 신체 한 부위나 여러 부위의 전신적 또는 국소적 통증감각, 피부분절의 통증, 찌르

는 듯한 통증, 타는 듯한 통증, 둔한 통증, 쑤시는 통증; 근육통, 통각상실과 통각

과민증과 같은 손상 

b2800 전신통증

신체 전 부위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느낌에 대한 감각으로 일부 신체 구조의 잠

재적 손상이나 실제 손상을 나타냄

b2801 신체국소부위 통증 

신체 특정 부위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느낌에 대한 감각으로 해당 신체 구조의 

잠재적 손상이나 실제 손상을 나타냄

b28010 머리와 목통증

머리와 목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느낌의 감각으로 해당 신체 구조의 잠

재적 손상이나 실제 손상을 나타냄 

b28011 가슴통증

가슴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느낌에 대한 감각으로 해당 신체 구조의 잠

재적 손상이나 실제 손상을 알려줌 

b28012 위장이나 복부통증

위장이나 복부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느낌에 대한 감각으로 해당 신체 

구조의 잠재적 손상이나 실제 손상을 나타냄

포함 : 골반 부위 통증

b28013 등통증

등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느낌에 대한 감각으로 해당 신체 구조의 잠재

적 손상이나 실제 손상을 나타냄



Ⅳ. 상세분류와 정의 67

포함 : 몸통의 통증; 허리 통증

b28014 팔통증

손을 포함하여 한쪽 또는 양쪽 팔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느낌에 대한 

감각으로 해당 신체 구조의 잠재적 손상이나 실제 손상을 나타냄

b28015 다리통증

발을 포함하여 한쪽이나 양쪽 다리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느낌에 대한 

감각으로 해당 신체 구조의 잠재적 손상이나 실제 손상을 나타냄 

b28016 관절통증

작거나 큰 관절을 포함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관절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느낌에 대한 감각으로 해당 신체 구조의 잠재적 손상이나 실제 

손상을 나타냄

포함 : 엉덩관절 통증, 어깨관절 통증 

b28018 기타 명시된 신체 부위 통증

b28019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 통증

b2802 신체 여러 부위의 통증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해당 신체 구조의 잠재적 손상이나 실제 손상을 나타내

는 불쾌한 감각

b2803 피부분절의 방사통

같은 신경뿌리 지배를 받는 피부영역에서 해당 신체 구조의 잠재적 손상이나 

실제 손상을 나타내는 불쾌한 감각 

b2804 분절이나 영역의 방사통

같은 신경뿌리의 지배를 받지 않는 다른 신체부위의 피부영역에서 해당 신체 

구조의 잠재적 손상이나 실제 손상을 나타내는 불쾌한 감각 

 b289 기타 명시된 통증감각 및 상세불명의 통증감각

 b298 기타 명시된 감각기능과 통증

 b299 상세불명의 감각기능과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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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음성과 말하기기능

본 장은 발성과 말하기기능에 대한 것이다.

 b310 음성기능

후두를 통과하는 공기의 흐름으로 다양한 소리를 만드는 기능

포함 : 음성의 산출과 음질에 대한 기능; 발성, 음도, 소리크기 및 기타 음질에 대한 기능; 

발성불능증, 발성장애, 목쉰소리, 과다콧소리 및 과소콧소리와 같은 손상

제외 : 언어의 정신기능(b167); 조음 기능(b320), 음역 산출(b3401)

b3100 발성

후두와 호흡계 주위 근육의 협응을 통하여 소리를 만드는 기능

포함 : 발성 기능, 소리 크기에 대한 기능; 발성 불능증과 같은 손상 

b3101 음질

높낮이, 공명 및 기타 특성을 포함한 음성의 특징을 만드는 기능

포함 : 높거나 낮은 음도에 관련된 기능: 과대 콧소리, 과소 콧소리, 발성장애, 

목쉰소리 또는 거친 소리와 같은 손상

b3108 기타 명시된 음성기능

b3109 상세불명의 음성기능 

 b320 조음기능

말소리를 만드는 기능

포함 : 발음 기능, 음소의 조음 기능; 경직성, 운동실조성 및 이완성 구어장애; 마비성 

구어장애 

제외 : 언어의 정신기능(b167), 음성기능(b310)

 b330 말하기의 유창성과 리듬기능

말하기의 흐름과 속도를 만드는 기능 

포함 : 말하기의 유창성, 리듬, 속도 및 멜로디에 대한 기능; 운율과 억양; 말더듬, 긴장성 

말더듬, 속화, 느린말증, 빠른말증과 같은 손상

제외 : 언어의 정신기능(b167); 목소리 기능(b310); 조음 기능(b320)

b3300 말하기의 유창성

원활하게 막힘이 없이 말하는 기능

포함 : 원활하게 연결하여 말하는 기능; 말더듬, 긴장성 말더듬, 속화, 병리적 

비유창성, 소리나 단어 또는 단어의 부분을 반복하기 및 말하기의 불규

칙적인 중단과 같은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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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301 말하기의 리듬

말하기에서 억양, 박자 및 강세 패턴에 대한 기능

포함 : 상동적 또는 반복적인 말하기 억양과 같은 손상 

b3302 말하기의 속도

말하는 속도에 대한 기능

포함 : 느린말증과 빠른말증과 같은 손상

b3303 말하기의 멜로디

말하기에서 높낮이 패턴의 조절에 대한 기능

포함 : 말하기의 운율, 억양, 말하기의 멜로디; 단음조로 말하기와 같은 손상

b3308 기타 명시된 말하기 유창성과 리듬기능

b3309 상세불명의 말하기 유창성과 리듬기능

 b340 대체 발성기능

다른 방식으로 발성하는 기능 

포함 : 노래 부르기, 노래조로 말하기, 옹알이와 콧노래하기와 같은 음계와 음역 산출에 

대한 기능; 큰소리로 울기와 소리지르기

제외 : 언어의 정신기능(b167); 음성기능(b310); 조음기능(b320); 말하기의 유창성과 

리듬기능(b330)

b3400 음계산출

음악적 음성을 만드는 기능

포함 : 노래 부르기, 콧노래하기 및 노래조로 말하기와 같은 다양한 높낮이로 

단일 또는 연소적인 발성의 유지, 조절 및 종료하기

b3401 음역산출

다양한 음성의 생성기능

포함 : 울기, 옹알이, 까르륵거리기 및 재잘대기 기능

b3408 기타 명시된 대체 발성기능

b3409 상세불명의 대체 발성기능

 b398 기타 명시된 음성과 말하기기능

 b399 상세불명의 음성과 말하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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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심장혈관계, 혈액계, 면역계 및 호흡계 기능

본 장은 심장혈관계(심장과 혈관기능), 혈액계와 면역계(혈액 생산과 면역기능) 및 호흡계(호흡

과 운동내성기능)의 기능에 대한 것이다. 

심장혈관계기능(b410-b429)

 b410 심장기능

몸 전체에 적절하거나 필요한 양과 압력으로 혈액을 펌프질하는 기능

포함 : 심박수, 심장리듬 및 심박출량 기능; 심실근육 수축력; 심장판막기능; 폐 순환회로

를 통한 혈액 펌프질하기; 심장으로의 순환 역학; 심부전에서의 빠른 맥박, 느린 

맥박과 불규칙한 심장박동, 심근질환, 심근염 및 심장동맥 기능부전과 같은 손상

제외 : 혈관기능(b415); 혈압기능(b420); 운동내성기능(b455)

b4100 심박수

분당 심장이 수축하는 횟수와 관련된 기능 

포함 : 너무 빠르거나(빠른 맥박) 너무 느린(느린 맥박) 심장박동과 같은 손상 

b4101 심장리듬

심장박동의 규칙성과 관련된 기능

포함 : 부정맥과 같은 손상 

b4102 심실근육의 수축력

매 심장박동 시 심실근육에 의해 펌프질 되는 혈액의 양과 관련된 기능 

포함 : 심박출량의 감소와 같은 손상 

b4103 심장으로의 혈액공급

심장근육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혈액의 양과 관련된 기능

포함 : 심장동맥 허혈증과 같은 손상 

b1408 기타 명시된 심장기능

b4109 상세불명의 심장기능

 b415 혈관기능

몸 전체로 혈액을 수송하는 기능 

포함 : 동맥, 실핏줄 및 정맥 기능; 혈관 운동 기능; 폐동맥, 폐실핏줄 및 폐정맥 기능; 

정맥판막 기능; 동맥패색 또는 동맥협착, 죽상동맥경화, 동맥경화, 혈전색전증과 

정맥류와 같은 손상

제외 : 심장기능(b410); 혈압기능(b420); 혈액계기능(b430); 운동내성기능(b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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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150 동맥기능

동맥 내의 혈류와 관련된 기능

포함 : 동맥확장과 같은 손상; 동맥협착에서 나타나는 간헐적 절뚝거림 

b4151 실핏줄기능

실핏줄 내의 혈류와 관련된 기능

b4152 정맥기능

정맥 내의 혈류와 관련된 기능과 정맥의 판막에 대한 기능 

포함 : 정맥확장과 같은 손상; 정맥협착; 정맥류에서 나타나는 판막폐쇄부전

b4158 기타 명시된 혈관기능

b4159 상세불명의 혈관기능 

 b420 혈압기능

동맥 내의 혈압 유지에 대한 기능

포함 : 혈압유지기능; 증가된 혈압과 감소된 혈압; 고혈압, 저혈압 및 기립성 저혈압과 

같은 손상

제외 : 심장기능(b410); 혈관기능(b415); 운동내성기능(b455)

b4200 혈압의 증가 

해당 연령대의 정상 범위보다 수축기 혈압 또는 이완기 혈압의 상승과 관련된 

기능

b4201 혈압의 감소

해당 연령대의 정상 범위보다 수축기 혈압 또는 이완기 혈압의 감소와 관련된 

기능

b4202 혈압의 유지 

몸의 변화에 반응하여 적절한 혈압의 유지와 관련된 기능

b4208 기타 명시된 혈압기능

b4209 상세불명의 혈압기능

 b429 기타 명시된 심장혈관계기능과 상세불명의 심장혈관계기능

혈액계와 면역계기능(b430-b439)

 b430 혈액계기능

혈액의 생산, 산소와 대사물질 운반 및 혈액 응고에 대한 기능

포함 : 혈액과 뼈속질 생산기능; 혈액의 산소운반기능; 비장의 혈액 관련 기능; 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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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물질 운반기능; 혈액응고기능; 빈혈, 혈우병 및 기타 혈액응고 기능부전과 같

은 손상

제외 : 심장혈관계기능(b410-b429); 면역계기능(b435); 운동내성기능(b455)

b4300 혈액생산

혈액과 모든 혈액 성분의 생산과 관련된 기능 

b4301 혈액의 산소운반기능

몸 전체로 산소를 운반하는 혈액의 능력과 관련된 기능

b4302 혈액의 대사물질운반기능

몸 전체로 대사물질을 운반하는 혈액의 능력과 관련된 기능

b4303 혈액 응고기능 

손상부위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이 혈액이 응고되는 것과 관련된 기능

b4308 기타 명시된 혈액계기능

b4309 상세불명의 혈액계기능

 b435 면역계기능 

특이적 면역반응과 비특이적 면역반응에 의해 감염을 포함하여 이물질에 대한 방어와 

관련된 신체 기능

포함 : 면역반응(특이적, 비특이적); 과민반응; 림프관과 림프절기능; 세포매개성 면역; 

항체매개성 면역; 면역반응; 자가면역, 알레르기 반응, 림프선염과 림프부종과 같

은 손상

제외 : 혈액계기능(b430)

b4350 면역반응

감염을 포함하여 이물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체 기능

b43500 특이적 면역반응 

특정 이물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체 기능

b43501 비특이적 면역반응

감염을 포함하여 이물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체 

기능 

b43508 기타 명시된 면역반응

b43509 상세불명의 면역반응 

b4351 과민반응

다른 항원에 대한 민감성에서와 같이 이물질에 대해 민감성이 증가하여 반응하

는 신체 기능

포함 : 과민성반응이나 알레르기와 같은 손상

제외 : 음식에 대한 내성(b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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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352 림프관의 기능 

림프액을 수송하는 림프관과 관련된 기능

b4353 림프절의 기능 

림프관에 있는 림프선과 관련된 기능 

b4358 기타 명시된 면역계기능

b4359 상세불명의 면역계기능 

 b439 기타 명시된 혈액계와 면역계기능 및 상세불명의 혈액계와 면역계기능

호흡계기능(b440-b449)

 b440 호흡기능

허파로 공기를 들이 마시는 기능, 공기와 혈액 사이의 가스 교환 및 공기를 내쉬는 기능 

포함 : 호흡수, 호흡리듬 및 호흡깊이에 대한 기능; 무호흡, 과호흡, 불규칙한 호흡, 모순

호흡 및 기관지 경련과 같은 손상, 폐기종에서의 손상; 상기도폐색, 상기도 및 하

기도를 통한 공기흐름 감소

제외 : 호흡근육기능(b445); 부가적 호흡기능(b450); 운동내성기능(b455)

b4400 호흡수

분당 호흡 수와 관련된 기능

포함 : 너무 빠르거나(빠른 호흡) 너무 느린(느린 호흡) 호흡수와 같은 손상

b4401 호흡리듬

호흡의 주기성과 규칙성과 관련된 기능

포함 : 불규칙한 호흡과 같은 손상 

b4402 호흡깊이

호흡하는 동안 허파의 확장용적과 관련된 기능 

포함 : 표재성 또는 얕은 호흡과 같은 손상 

b4408 기타 명시된 호흡기능

b4409 상세불명의 호흡기능 

 b445 호흡근육기능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의 기능 

포함 : 흉부호흡 근육의 기능, 가로막의 기능, 호흡 보조근육의 기능

제외 : 호흡기능(b440); 부가적인 호흡기능(b450); 운동내성기능(b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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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450 흉부호흡근육의 기능

호흡에 관여하는 흉부근육의 기능 

b4451 가로막의 기능

호흡에 관여하는 가로막의 기능 

b4452 호흡보조근육의 기능

호흡에 관여하는 보조근육의 기능 

b4458 기타 명시된 호흡근육기능

b4459 상세불명의 호흡근육기능 

 b449 기타 명시된 호흡계의 기능과 상세불명의 호흡계의 기능

심장혈관계와 호흡계의 부가적인 기능과 감각(b450-b469)

 b450 부가적인 호흡기능

기침, 재채기 및 하품하기와 같이 호흡과 관련된 부가적인 기능

포함 : 불기, 휘파람 및 구강호흡에 대한 기능

 b455 운동내성기능

신체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요구되는 호흡 및 심장혈관 용량과 관련된 기능

포함 : 신체지구력, 유산소 용량, 체력 및 피로도

제외 : 심장혈관계기능(b410-b429); 혈액계기능(b430); 호흡계기능(b440); 호흡근육기

능(b445); 부가적인 호흡기능(b450)

b4550 전반적인 전신지구력

신체운동의 내성이나 체력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과 관련된 기능 

b4551 유산소용량 

호흡이 가쁘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정도와 관련된 기능 

b4552 피로도

모든 수준의 신체활동에서 피로에 대한 감수성과 관련된 기능 

b4558 기타 명시된 운동내성기능 

b4559 상세불명의 운동내성기능 

 b460 심장혈관기능 및 호흡기능과 연관된 감각

심장박동이 잠시 멈추는 것, 두근거림 및 호흡이 가쁜 것과 같은 감각

포함 : 흉부압박감, 불규칙한 심장박동에 대한 느낌, 호흡곤란, 공기 부족, 질식, 구역질 

및 쌕쌕거림

제외 : 통증감각(b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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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469 기타 명시된 심장혈관계와 호흡계의 부가적 기능과 감각 및 상세불명의 심장혈관계와 

호흡계의 부가적 기능과 감각

 b498 기타 명시된 심장혈관계, 혈액계, 면역계 및 호흡계기능

 b499 상세불명의 심장혈관계, 혈액계, 면역계 및 호흡계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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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소화계, 대사계 및 내분비계 기능

본 장은 대사와 내분비선과 관련된 기능뿐만 아니라 섭취, 소화 및 배출기능에 대한 것이다. 

소화계와 관련된 기능(b510-b539)

 b510 섭취기능

고형이나 액상의 음식물을 입을 통하여 섭취하고 몸속에서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기능

포함 : 빨기, 씹기와 물기, 입안에서 음식 다루기, 침분비, 삼키기, 트림하기, 역류, 뱉기 

및 구토와 관련된 기능; 삼키기곤란, 음식 기도흡인, 공기삼킴증, 과도한 침분비, 

침흘림 및 불충분한 침분비와 같은 손상

제외 : 소화기계와 연관된 감각(b535)

b5100 빨기

볼, 입술 및 혀의 움직임으로 흡인력을 만들어 입안으로 끌어당기는 기능 

b5101 물기

앞니로 음식을 자르거나 찢거나 뜯어내는 기능 

b5102 씹기

뒷니(예, 어금니)로 음식물을 부수고 갈고 씹는 기능 

b5103 입안에서 음식 다루기 

이와 혀로 음식물을 입 안에서 움직이는 기능 

b5104 침분비

입 안에서 침을 생산하는 기능 

b5105 삼키기

적절한 비율과 속도로 구강, 인두 및 식도를 통해 위로 음식물과 음료를 이동시

키는 기능

포함 : 구강성 삼키기곤란, 인두성 삼키기곤란이나 식도성 삼키기곤란; 음식의 

식도성 이동 손상

b51050 구강성 삼키기

적절한 비율과 속도로 구강을 통해 음식물과 음료를 이동시키는 기능 

b51051 인두성 삼키기

적절한 비율과 속도로 인두를 통해 음식물과 음료를 이동시키는 기능

b51052 식도성 삼키기

적절한 비율과 속도로 식도를 통해 음식물과 음료를 이동시키는 기능 

b51058 기타 명시된 삼키기

b51059 상세불명의 삼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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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106 역류와 구토

음식섭취의 반대방향으로 위에서 식도를 지나 입을 통하여 밖으로 음식물이나 

액체를 이동시키는 기능 

b5108 기타 명시된 섭취기능

b5109 상세불명의 섭취기능 

 

 b515 소화기능 

위창자 관을 통해 음식물을 운반하고 분해하며 영양소를 흡수하는 기능

포함 : 위를 통해 음식물을 운반하는 기능, 꿈틀운동; 음식물 분해, 위와 창자에서의 효소

생산과 작용; 영양소 흡수와 음식물에 대한 내성; 위산과다증, 흡수장애, 음식물

에 대한 불내성, 창자의 과운동성, 창자마비, 창자폐쇄 및 쓸개즙생산감소과 같은 

손상

제외 : 섭취기능(b510); 동화기능(b520); 배변기능(b525); 소화기계와 연관된 감각(b535)

b5150 위와 장을 통한 음식물의 운반

위와 장을 통해 음식물을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는 꿈틀운동 및 관련된 기능

b5151 음식물의 분해 

위창자관에서 음식물을 물리적으로 더 작은 입자로 만드는 기능

b5152 영양소의 흡수

창자에서 혈류로 음식물과 음료의 영양소를 이동시키는 기능 

b5153 음식물에 대한 내성

소화에 적합한 음식물과 음료를 받아들이고 적합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

는 기능 

포함 : 과민성, 글루텐불내성과 같은 손상

b5158 기타 명시된 소화기능

b5159 상세불명의 소화기능 

 

 b520 동화기능

영양소를 생명체의 구성요소로 전환시키는 기능

포함 : 신체에 영양소를 저장하는 기능 

제외 : 소화기능(b515); 배변기능(b525); 체중유지기능(b530); 일반대사기능(b540)

 

 b525 배변기능

대변과 같이 노폐물과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을 배출하는 기능 및 관련된 기능

포함 : 배출기능, 대변굳기, 배변빈도; 배변자제, 위창자내 공기참; 변비, 설사, 묽은 변 

및 항문조임근 기능부전이나 실금과 같은 손상

제외 : 소화 기능(b515); 동화기능(b520); 소화계와 연관된 감각(b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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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250 대변배출

배근육수축 기능을 포함하여 곧창자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

b5251 대변굳기

딱딱하거나 단단하거나 부드럽거나 묽은 것과 같은 대변의 굳기 

b5252 배변빈도

배변의 빈도에 관여하는 기능

b5253 배변자제

배출기능에 대한 수의적 조절에 관여하는 기능 

b5254 위창자내 공기참

창자에서 과도한 양의 공기나 가스의 배출에 관여하는 기능 

b5258 기타 명시된 배변기능 

b5259 상세불명의 배변기능 

 b530 체중유지기능

성장기 동안 체중 증가를 포함하여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기능

포함 : 허용되는 체질량지수(BMI)의 유지기능; 저체중, 악액질, 쇠약함, 과체중, 수척함

과 같은 손상 및 일차성 비만과 이차성 비만과 같은 손상

제외 : 동화기능(b520); 일반대사기능(b540); 내분비샘기능(b555) 

 b535 소화계와 연관된 감각

먹고 마실 때 나타나는 감각 및 소화기능과 관련된 감각

포함 : 메스꺼운 감각, 팽만감 및 복부경련감; 위포만감, 목이 메이는 느낌, 위경련, 위 

안의 가스 및 속쓰림

제외 : 통증감각(b280); 섭취기능(b510); 소화기능(b515); 배변기능(b525)

b5350 메스꺼운 감각

구토할 것 같은 감각

b5351 팽만감

위 또는 배의 팽창에 대한 감각 

b5352 복부경련감각

위창자관 평활근의 경련성 또는 통증성 근수축에 대한 감각

b5358 기타 명시된 소화계와 연관된 감각

b5359 상세불명의 소화계와 연관된 감각

 b539 기타 명시된 소화계와 관련된 기능 및 상세불명의 소화계와 관련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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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계 및 내분비계와 관련된 기능(b540-b559)

 b540 일반대사기능

탄수화물, 단백질 및 지방과 같은 신체의 필수 구성요소에 대한 조절기능, 한 요소에서 

다른 요소로 전환되는 기능 및 분해되어 에너지가 되는 기능

포함 : 대사기능, 기초대사율, 탄수화물, 단백질 및 지방대사, 이화작용, 동화작용, 신체

에서의 에너지생산; 대사율의 증가 또는 감소

제외 : 동화기능(b520); 체중유지 기능(b530); 수분, 미네랄 및 전해질 균형기능(b545); 

체온조절기능(b550); 내분비선기능(b555)

b5400 기초대사율

특정 온도와 안정상태에서 신체의 산소소비에 관여하는 기능

포함 : 기초대사율의 증가 또는 감소; 갑상샘 기능항진증과 갑상선 기능저하증

과 같은 손상 

b5401 탄수화물대사

음식으로 흡수된 탄수화물을 저장하고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 

전환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기능

b5402 단백질대사

음식으로 흡수된 단백질을 신체에서 아미노산으로 전환하고, 분해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기능 

b5403 지방대사

음식으로 흡수된 지방을 신체에 저장하고 분해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기능 

b5408 기타 명시된 일반대사기능

b5409 상세불명의 일반대사기능 

 b545 수분, 미네랄 및 전해질균형기능

신체의 수분, 미네랄 및 전해질균형을 조절하는 기능

포함 : 수분균형기능, 칼슘, 아연 및 철과 같은 미네랄균형, 나트륨 및 칼륨과 같은 전해

질 균형; 수분보유, 탈수, 고칼슘혈증, 저칼슘혈증, 철결핍증, 고나트륨혈증, 저나

트륨혈증, 고칼륨혈증 및 저칼륨혈증과 같은 손상

제외 : 혈액계기능(b430); 일반대사기능(b540); 내분비샘기능(b555)

b5450 수분균형

신체 내에서 수분의 수준이나 양의 유지에 관여하는 기능 

포함 : 탈수 및 재수화와 같은 손상 

b54500 수분보유

신체 내에서 수분보유에 관여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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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4501 수분균형유지

신체 내에서 최적의 수분 양 유지에 관여하는 기능

b54508 기타 명시된 수분균형기능 

b54509 상세불명의 수분균형기능

b5451 미네랄균형

신체 내에서 미네랄의 섭취, 저장 및 이용과 배설 사이의 균형 유지에 관여하는 

기능 

b5452 전해질균형

신체 내에서 전해질의 섭취, 저장 및 이용과 배설 사이의 균형 유지에 관여하는 

기능 

b5458 기타 명시된 수분, 미네랄 및 전해질균형기능

b5459 상세불명의 수분, 미네랄 및 전해질균형기능 

 b550 체온조절기능

체온조절에 대한 기능

포함 : 체온유지기능; 저체온증, 고체온증과 같은 손상

제외 : 일반대사기능(b540); 내분비샘기능(b555)

b5500 체온

중심체온조절에 관여하는 기능

포함 : 고체온증 또는 저체온증과 같은 손상 

b5501 체온유지

환경의 온도변화에 따라 최적의 체온유지에 관여하는 기능

포함 : 열이나 냉에 대한 내성

b5508 기타 명시된 체온조절기능 

b5509 상세불명의 체온조절기능 

 b555 내분비샘기능

주기적인 변화를 포함하여 신체 내에서 호르몬의 생산과 수준조절에 대한 기능

포함 : 호르몬균형에 대한 기능; 뇌하수체 기능항진증,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갑상샘 기

능항진증, 갑상샘 기능저하증, 아드레날린과다증, 아드레날린저하증, 부갑상샘 

기능항진증, 부갑상샘 기능저하증, 생식샘 기능항진증, 생식샘 기능저하증

제외 : 일반대사기능(b540); 수분, 미네랄 및 전해질균형기능(b545); 체온조절 기능(b550); 

성기능(b640); 월경기능(b650)

b5550 사춘기기능

사춘기의 시작 및 제 1 차와 제 2 차 성징의 발현과 연관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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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5500 체모 및 음모의 발달

체모와 음모의 발달과 연관된 기능

b55501 유방 및 유두의 발달

유방과 유두의 발달과 연관된 기능

b55502 음경, 고환 및 음낭의 발달

음경, 고환 및 음낭의 발달과 연관된 기능

b55508 기타 명시된 사춘기 기능

b55509 상세불명의 사춘기 기능

 b559 기타 명시된 대사 및 내분비계와 관련된 기능 및 상세불명의 대사 및 내분비계와 관련된 

기능

 b598 기타 명시된 소화계 및 대사와 내분비계기능

 b599 상세불명의 소화계 및 대사와 내분비계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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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비뇨생식기능과 생식기능

본 장은 성기능과 출산기능을 포함한 비뇨기능 및 생식기능에 대한 것이다. 

비뇨기능(b610-b639)

 b610 소변배설기능

소변의 여과와 수집에 대한 기능

포함 : 소변여과기능, 소변수집기능; 신부전증, 무뇨증, 소변 감소증, 물콩팥증, 저긴장성 

방광 및 요관 폐쇄와 같은 손상

제외 : 배뇨기능(b620) 

b6100 소변여과

콩팥에서 소변을 여과하는 기능

b6101 소변수집

요관과 방광에서 소변을 모으고 저장하는 기능

b6108 기타 명시된 소변배설기능

b6109 상세불명의 소변배설기능 

 b620 배뇨기능

방광에서 소변을 내보내는 기능

포함 : 배뇨기능, 배뇨빈도, 배뇨자제; 스트레스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반사성 요실

금, 과잉 요실금, 지속적 요실금, 방울흘림 요실금, 자동방광, 다뇨증, 소변잔류 

및 소변못참음과 같은 손상

제외 : 소변배설기능(b610); 소변기능과 연관된 감각(b630)

b6200 배뇨

방광에서 소변을 비우는 기능

포함 : 소변잔류와 같은 손상 

b6201 배뇨빈도

배뇨 횟수에 관여하는 기능

b6202 배뇨자제

배뇨를 조절하는 기능 

포함 : 스트레스성, 절박성, 반사성, 지속성 및 복합성 요실금과 같은상 

b6208 기타 명시된 배뇨기능 

b6209 상세불명의 배뇨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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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630 배뇨기능과 연관된 감각

배뇨 시 발생하는 감각과 배뇨기능과 관련된 감각

포함 : 불완전한 배뇨감각, 방광의 충만감 

제외 : 통증감각(b280); 배뇨기능(b620) 

 b639 기타 명시된 비뇨기능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능

성기능과 생식기능(b640-b679)

 b640 성기능

성적 흥분단계, 성적 준비단계, 성적 극치감단계 및 성적 이완단계를 포함하여 성행위와 

관련된 정신적 기능과 신체적 기능

포함 : 성적 흥분, 성적 준비, 성적 극치감 및 성적 이완단계의 기능: 성적 관심, 성행위

수행, 음경발기, 음핵발기, 질윤활, 사정, 성적 극치감과 관련된 기능; 발기불능, 

불감증, 질경련증, 조루증, 지속발기증 및 지연사정과 같은 손상

제외 : 출산기능(b660); 성기능과 생식기능에 연관된 감각(b670)

b6400 성적 흥분단계의 기능 

성적 관심과 흥분에 대한 기능 

b6401 성적 준비단계의 기능

성교로 이끌리는 것에 대한 기능

b6402 성적 극치감단계의 기능

성적 극치감에 도달하는 것에 대한 기능 

b6403 성적 이완단계의 기능 

성적 극치감 이후의 만족감과 동반되는 이완에 대한 기능 

포함 : 성적 극치감의 불만족과 같은 손상

b6408 기타 명시된 성기능 

b6409 상세불명의 성기능 

 b650 월경기능

월경의 규칙성과 월경 분비물을 포함하여 월경주기와 연관된 기능

포함 : 월경의 규칙성과 간격, 월경출혈의 정도, 초경, 폐경; 일차성 무월경과 이차성 무

월경, 월경과다, 빈발 월경, 역류 월경 및 월경전 긴장과 같은 손상

제외 : 성기능(b640); 출산기능(b660); 성기능과 생식기능에 연관된 감각(b670); 통증 

감각(b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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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500 월경주기의 규칙성

월경주기의 규칙성에 관여하는 기능

포함 : 너무 잦거나 드문 월경 

b6501 월경의 간격

두 번의 월경주기 사이의 시간 간격과 관련된 기능 

b6502 월경출혈의 양

월경량에 관여하는 기능

포함 : 너무 적은 월경량(과소월경증); 너무 많은 월경량(과다월경증)

b6503 월경의 시작

초경의 시작과 관련된 기능

b6504 월경의 중단

월경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중단과 관련된 기능

포함 : 무월경, 폐경, 조기폐경

b6508 기타 명시된 월경기능

b6509 상세불명의 월경기능 

 b660 출산기능

수정, 임신, 분만 및 수유와 연관된 기능

포함 : 남성생식과 여성생식, 임신과 분만 및 수유기능; 생식능력저하, 불임, 자연유산, 

자궁외임신, 유산, 미숙 태아, 양수과다증 및 미숙아 분만과 지연분만과 같이 무

정자증, 정자부족증, 젖마름증, 젖흐름증, 무수유와 같은 손상 

제외 : 성기능(b640); 월경기능(b650)

b6600 수정과 관련된 기능

출산을 위한 생식세포 생산 능력과 관련된 기능

포함 : 생식능력저하와 불임과 같은 손상

제외 : 성기능(b640)

b6601 임신과 관련된 기능 

임신 되는 것과 임신에 관여하는 기능

b6602 출산과 관련된 기능

출산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기능 

b6603 수유

모유생산 및 수유에 관여하는 기능

b6608 기타 명시된 출산기능

b6609 상세불명의 출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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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670 성기능과 생식기능과 연관된 감각

성적 흥분, 성교, 월경 시 일어나는 감각 및 성기능이나 생식기 기능과 관련된 감각

포함 : 성교통, 월경통, 폐경기 홍조 및 폐경기 야간발한에 대한 감각

제외 : 통증감각(b280); 소변기능과 관련된 감각(b630); 성기능(b640); 월경기능(b650); 

출산기능(b660)

b6700 성교와 연관된 불편감 

성적 흥분, 준비, 성교, 성적 극치감 및 성적 이완과 연관된 감각 

b6701 월경주기와 연관된 불편감

월경전후기를 포함하여 월경과 관련된 감각

b6702 폐경기와 연관된 불편감

월경주기의 중단과 연관된 감각

포함 : 폐경기 안면홍조와 야간발한

b6708 기타 명시된 성기능과 생식기능에 연관된 감각

b6709 상세불명의 성기능과 생식기능에 연관된 감각 

 b679 기타 명시된 성기능과 생식기능에 연관된 기능 및 상세불명의 성기능과 생식기능

 b698 기타 명시된 비뇨생식기능과 생식기능

 b699 상세불명의 비뇨생식기능과 생식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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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신경근뼈대와 움직임에 관련된 기능

본 장은 관절, 뼈, 반사 및 근육의 기능을 포함하여 움직임과 운동성 기능에 대한 것이다. 

관절과 뼈의 기능(b710-b729)

 b710 관절의 운동성기능

관절 움직임의 범위와 원활성에 대한 기능

포함 : 하나의 관절이나 여러 관절, 척추관절,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엉덩이관

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및 손과 발의 작은 관절의 운동성 기능; 전신 관절의 운동

성; 관절의 과운동성, 굳은 관절, 굳은 어깨, 관절염과 같은 손상

제외 : 관절의 안정성기능(b715); 수의적 움직임 조절기능(b760)

b7100 한 관절의 운동성

한 관절 움직임의 범위와 원활성에 대한 기능

b7101 여러 관절의 운동성

두개 이상 관절 움직임의 범위와 원활성에 대한 기능

b7102 전반적인 관절의 운동성 

전신에 있는 관절 움직임의 범위와 원활성에 대한 기능

b7108 기타 명시된 관절의 운동성기능

b7109 상세불명의 관절의 운동성기능

 b715 관절의 안정성기능

관절의 구조적 완전함을 유지하는 기능

포함 : 하나의 관절이나 여러 관절 및 전신 관절의 안정성기능; 불안정한 어깨 관절, 관절

의 탈구, 어깨와 엉덩관절의 탈구와 같은 손상

제외 : 관절의 운동성기능(b710)

b7150 한 관절의 안정성

한 관절의 구조적 완전함을 유지하는 기능 

b7151 여러 관절의 안정성

두개 이상 관절의 구조적 완전함을 유지하는 기능 

b7152 전반적인 관절의 안정성

전신에 있는 관절의 구조적 완전함을 유지하는 기능 

b7158 기타 명시된 관절의 안정성기능

b7159 상세불명의 관절의 안정성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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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720 뼈의 운동성기능

어깨뼈, 골반, 손목뼈 및 발목뼈 움직임의 범위와 원활성에 대한 기능

포함 : 굳은 어깨뼈와 굳은 골반과 같은 손상 

제외 : 관절의 운동성 기능(b710) 

b7200 어깨뼈의 운동성

어깨뼈 움직임의 범위와 원활성에 대한 기능

포함 : 어깨뼈 내밈, 들임, 바깥쪽 돌림 및 안쪽 돌림과 같은 손상 

b7201 골반의 운동성

골반 움직임의 범위와 원활성에 대한 기능

포함 : 골반의 돌림 

b7202 손목뼈의 운동성

손목뼈 움직임의 범위와 원활성에 대한 기능

b7203 발목뼈의 운동성 

발목뼈 움직임의 범위와 원활성에 대한 기능

b7208 기타 명시된 뼈의 운동성기능

b7209 상세불명의 뼈의 운동성기능

 b729 기타 명시된 관절과 뼈의 기능 및 상세불명의 관절과 뼈의 기능

근육기능(b730-b749)

 b730 근력기능 

근육이나 근육군 수축에 의해 발생한 힘과 관련된 기능

포함 : 특정 근육 및 근육군, 하나의 팔이나 다리 근육, 신체의 편측, 하반신, 사지, 체간 

및 전신의 힘과 관련된 기능; 발과 손의 작은 근육의 약화, 근육 불완전마비, 근육

마비, 단일마비, 반신마비, 하반신마비, 사지마비와 무운동함구증과 같은 손상

제외 : 눈주위 구조의 기능(b215); 근긴장도기능(b735); 근지구력기능(b740)

b7300 개별근육과 근육군의 근력

특정 개별 근육과 근육군의 수축에 의해 발생한 힘과 관련된 기능

포함 : 발이나 손의 작은 근육의 약화와 같은 손상 

b7301 하나의 팔이나 다리근육의 근력

하나의 팔이나 다리의 근육과 근육군의 수축에 의해 발생한 힘과 관련된 기능

포함 : 단불완전마비 및 단일마비와 같은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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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302 신체의 편측 근력

신체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근육과 근육군의 수축에 의해 발생한 힘과 관

련된 기능

포함 : 반신불완전마비 및 반신마비와 같은 손상 

b7303 하반신의 근력

신체의 하반신에 있는 근육과 근육군의 수축에 의해 발생한 힘과 관련된 기능 

포함 : 하반신불완전마비 및 하반신마비와 같은 손상 

b7304 사지의 근력

팔다리에 있는 모든 근육과 근육군의 수축에 의해 발생한 힘과 관련된 기능

포함 : 사지불완전마비 및 사지마비와 같은 손상 

b7305 체간의 근력

몸통에 있는 근육과 근육군의 수축에 의해 발생한 힘과 관련된 기능

b7306 전신의 근력

신체의 모든 근육과 근육군 수축에 의해 발생한 힘과 관련된 기능

포함 : 무운동함구증과 같은 손상

b7308 기타 명시된 근력기능

b7309 상세불명의 근력기능 

 b735 근긴장도기능

안정상태에서 나타나는 근육의 긴장도와 근육을 수동적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느껴지는 

저항과 관련된 기능 

포함 : 개별 근육, 근육군, 하나의 팔이나 다리 근육, 신체의 편측과 하반신, 사지의 근육, 

체간의 근육 및 전신근육의 긴장도와 관련된 기능; 근육긴장저하증, 근육긴장과다

증 및 근육강직과 같은 손상

제외 : 근력기능(b730), 근지구력기능(b740)

b7350 개별근육과 근육군의 긴장도

안정상태에서 나타나는 개별 근육과 근육군의 긴장도와 근육을 수동적으로 움

직이려고 할 때 느껴지는 저항과 관련된 기능 

포함 : 국소성 근육긴장이상과 같은 손상 예) 기운목

b7351 하나의 팔이나 다리의 근긴장도

안정상태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팔이나 다리근육과 근육군의 긴장도와 근육을 

수동적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느껴지는 저항과 관련된 기능

포함 : 불완전 단일마비와 단일마비와 연관된 손상 

b7352 신체의 편측 근긴장도

오른쪽이나 왼쪽 신체의 근육과 근육군에서 나타나는 안정상태에서의 긴장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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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을 수동적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느껴지는 저항과 관련된 기능

포함 : 불완전편마비와 편마비와 연관된 손상

b7353 하반신의 근긴장도

안정상태에서 나타나는 하반신의 근육과 근육군의 긴장도와 근육을 수동적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느껴지는 저항과 관련된 기능 

포함 : 하반신불완전마비와 하반신마비와 연관된 손상 

b7354 사지의 근긴장도

안정상태에서 나타나는 전체팔다리의 근육과 근육군의 긴장도와 근육을 수동적

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느껴지는 저항과 관련된 기능

포함 : 사지불완전마비와 사지마비와 연관된 손상 

b7355 체간의 근긴장도

안정상태에서 나타나는 체간의 근육과 근육군의 긴장도와 근육을 수동적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느껴지는 저항과 관련된 기능

b7356 전신근육의 긴장도

안정상태에서 나타나는 전신의 근육과 근육군의 긴장도와 근육을 수동적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느껴지는 저항과 관련된 기능

포함 : 전신 근육긴장이상과 파킨슨병 또는 전신 불완전마비와 완전마비와 같

은 손상 

b7358 기타 명시된 근긴장도기능

b7359 상세불명의 근긴장도기능 

 b740 근지구력기능

필요한 시간 동안 근수축을 지속하는 것과 관련된 기능

포함 : 개별 근육과 근육군 및 전신근육의 수축을 지속하는 것과 연관된 기능; 중증근무

력증과 같은 손상

제외 : 운동내성기능(b455); 근력기능(b730); 근긴장도기능(b735)

b7400 개별 근육의 지구력

필요한 시간 동안 개별 근육의 수축을 지속하는 것과 관련된 기능 

b7401 근육군의 지구력

필요한 시간 동안 근육군의 수축을 지속하는 것과 관련된 기능 

포함 : 단불완전마비, 단일마비, 반신불완전마비, 반신마비, 하반신불완전마비, 

하반신마비와 연관된 손상 

b7402 전신근육의 지구력

필요한 시간 동안 신체 모든 근육의 수축을 지속하는 것과 관련된 기능 

포함 : 사지불완전마비, 사지마비, 전신 불완전마비 및 완전마비와 연관된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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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408 기타 명시된 근지구력기능

b7409 상세불명의 근지구력기능 

 b749 기타 명시된 근육기능 및 상세불명의 근육기능

움직임기능(b750-b789)

 b750 운동반사기능

특정 자극에 의해 자동적으로 유발되는 불수의적인 근수축기능 

포함 : 신장운동반사, 자동국소관절반사, 유해자극과 기타 외수용성 자극에 의해 일어나

는 반사기능; 회피반사, 위팔두갈래근반사, 노뼈반사, 넙다리네갈래근 반사, 무릎

반사, 발목반사, 반사의 출현과 지속

b7500 신장운동반사

신장에 의해 자동적으로 유발되는 불수의적인 근수축기능 

b7501 유해자극에 의해 발생되는 반사

통증성 자극이나 기타 유해 자극에 의해 자동적으로 유발되는 불수의적인 근수

축기능

포함 : 회피반사

b7502 기타 외수용성 자극에 의해 발생되는 반사

유해 자극이 아닌 외부자극에 의해 자동적으로 유발되는 불수의적인 근수축기능

포함 : 먹이찾기반사, 잡기반사, 빨기반사 및 기타 원시반사

b7508 기타 명시된 운동반사기능

b7509 상세불명의 운동반사기능 

 b755 불수의적 움직임반응기능

신체의 위치, 균형 및 위협적인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전신이나 큰 근육의 불수의적 수축

기능 

포함 : 자세반응, 정위반응, 신체조정반응, 균형반응, 지지반응, 방어반응

제외 : 운동반사기능(b750)

 b760 수의적 움직임조절기능

수의적 움직임의 조절과 협응에 연관된 기능

포함 : 단순한 수의적 움직임과 복잡한 수의적 움직임의 조절기능, 수의적 움직임의 협응, 

팔이나 다리의 지지기능, 좌우운동협응, 눈과 손의 협응, 눈과 발의 협응; 조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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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응 문제와 같은 손상; 예) 상반운동반복장애

제외 : 근력기능(b730); 불수의적 움직임기능(b765); 보행패턴기능(b770)

b7600 단순한 수의적 움직임의 조절 

단순하거나 개별적인 수의적 움직임의 조절과 협응에 연관된 기능

b7601 복잡한 수의적 움직임의 조절 

복잡한 수의적 움직임의 조절과 협응에 연관된 기능 

b7602 수의적 움직임의 협응

단순하고 복잡한 수의적 움직임의 협응 및 순서대로 움직임을 수행하는 것과 

연관된 기능

포함 : 좌우협응 및 눈과 손의 협응과 눈과 발의 협응과 같이 시각적으로 유도

되는 움직임의 협응; 되풀이 운동장애와 같은 손상

b7603 팔이나 다리의 지지기능 

팔(팔꿈치나 손)이나 다리(무릎이나 발)에 체중을 지지하면서 수의적 움직임을 

조절하고 협응하는 것과 연관되는 기능 

b7608 기타 명시된 수의적 움직임조절기능 

b7609 상세불명의 수의적 움직임조절기능

 b765 불수의적 움직임기능

근육이나 근육군의 비의도적, 무목적 또는 반목적 불수의적 수축기능

포함 : 근육의 불수의적 수축; 떨림, 틱장애, 타성, 자동반복증, 무도병, 무정위운동, 음성

틱장애, 근긴장이상 움직임 및 운동장애와 같은 손상

제외 : 수의적 움직임 조절기능(b760), 보행패턴기능(b770)

b7650 근육의 불수의적 수축 

심리적 기능장애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근육이나 근육군의 비의

도적, 무목적 또는 반목적 불수의적 수축기능

포함 : 무도병성 움직임 및 무정위성 움직임과 같은 손상; 수면과 관련된 움직

임 이상

b7651 떨림

관절주위 근육군이 교대로 수축과 이완한 결과로 떨림을 유발하는 기능

b7652 틱장애와 매너리즘

근육군의 반복적이고, 준목적성 불수의적 수축기능

포함 : 음성틱장애, 강박성 욕설증 및 이갈기와 같은 손상

b7653 자동반복증과 운동보속증

반복적으로 몸을 앞뒤로 흔들기, 머리 끄덕이기, 꼼지락 거리기와 같이 저절로 

일어나는 목적이 없는 움직임에 대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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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658 기타 명시된 불수의적 움직임기능

b7659 상세불명의 불수의적 움직임기능 

 b770 보행패턴기능 

걷기, 달리기 또는 기타 전신의 움직임과 연관된 운동패턴에 대한 기능

포함 : 걷기패턴과 달리기패턴; 경직성보행, 반신마비성보행, 하반신마비성보행, 비대칭

성보행, 절뚝거리는 보행 및 뻣뻣한 보행패턴과 같은 손상

제외 : 근력기능(b730); 근긴장도 기능(b735); 수의적 움직임 조절기능(b760); 불수의

적 움직임기능(b765)

 b780 근육기능 및 움직임기능에 관련된 감각

몸의 근육이나 근육군 및 움직임과 연관된 감각

포함 : 근육의 뻣뻣함과 긴장에 대한 감각, 근육의 경련이나 딱딱함 및 근육의 묵직함에 

대한 감각

제외 : 통증감각(b280)

b7800 근육의 뻣뻣한 감각

근육이 긴장하거나 뻣뻣한 감각

b7801 근육의 경련감

근육이나 근육군의 불수의적 수축에 대한 감각

b7808 기타 명시된 근육기능 및 움직임기능에 관련된 감각

b7809 상세불명의 근육기능 및 움직임기능에 관련된 감각

 b789 기타 명시된 움직임기능 및 상세불명의 움직임기능

 b798 기타 명시된 신경근뼈대와 움직임 관련 기능 

 b799 상세불명의 신경근뼈대와 움직임 관련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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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피부 및 관련구조의 기능

본 장은 피부, 손톱, 발톱 및 털의 기능에 대한 것이다.

피부기능(b810-b849)

 b810 피부의 보호기능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위협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피부의 기능 

포함 : 태양과 기타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 광민감도, 색소침착, 피부의 질; 피부

의 절연기능, 굳은살 형성, 피부경화; 찢어진 피부, 궤양, 욕창 및 피부가 얇아지

는 것과 같은 손상

제외 : 피부의 재생기능(b820), 피부의 기타기능(b830) 

 b820 피부의 재생기능 

피부의 찢어짐과 기타 피부손상의 재생을 위한 피부의 기능 

포함 : 상처부위의 딱지 형성, 치유, 흉터; 멍과 켈로이드 형성

제외 : 피부의 보호 기능(b810); 피부의 기타 기능(b830) 

 b830 피부의 기타 기능 

피부의 보호와 재생 외 열 발산 및 땀 배출과 같은 피부의 기능 

포함 : 발한기능, 피부샘기능 및 체취

제외 : 피부의 보호기능(b810); 피부의 재생기능(b820) 

 b840 피부와 관련된 감각

가려움, 화끈거리는 감각 및 저림과 같은 피부와 관련된 감각

포함 : 피부가 저리는 감각과 스멀거리는 듯한 감각과 같은 손상 

제외 : 통증감각(b280)

 b849 기타 명시된 피부기능 및 상세불명의 피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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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과 손발톱의 기능(b850-b869)

 b850 털의 기능

보호, 착색 및 외모와 같은 털의 기능

포함 : 털의 성장기능, 털의 색소침착, 털의 위치; 털의 소실이나 탈모증과 같은 손상 

 b860 손발톱의 기능 

보호, 긁기 및 모양과 같은 손발톱의 기능 

포함 : 손발톱의 성장과 색소침착, 손발톱의 질 

 b869 기타 명시된 털과 손발톱의 기능 및 상세불명의 털과 손발톱의 기능 

 b898 기타 명시된 피부 및 관련 구조의 기능

 b899 상세불명의 피부 및 관련 구조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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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구조

정의: 신체 구조는 기관, 팔다리 및 그 구성 요소들과 같은 신체의 해부학적 부위이다.

손상은 현저한 변형이나 손실에 의한 신체 기능 또는 구조에서의 문제이다.

제 1 분류척도

손상의 정도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 부정 척도를 사용하는 일반적 분류척도:

xxx.0 손상 없음 (없음, 부재, 무시해도 될 정도의, …) 0-4%

xxx.1 가벼운 손상 (약간, 낮은, …) 5-24%

xxx.2 중간 정도의 손상 (중간, 중, …) 24-49%

xxx.3 심한 손상 (높은, 극심한, …) 50-95%

xxx.4 극심한 손상 (전체, …) 96-100%

xxx.8 상세불명

xxx.9 해당 없음 

신체 구조의 손상을 수치화 할 수 있는 측정도구나 기타 표준을 보정하는 경우에 백분율이 사용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체 구조에서 “손상 없음” 또는 “완전한 손상”을 코드화 할 때, 이 척도는 

최대 5%의 오차범위를 가진다. 중간 정도의 손상”은 일반적으로 전체 손상 척도의 최대 절반까지

를 의미한다. 백분율은 모집단 표준에 대한 각각의 다른 영역을 백분위수로 표시한다. 이러한 수

치화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연구를 통한 평가 절차 개발이 필요하다.

제 2 분류척도

각 신체 구조의 변화 특성을 나타낼 때 사용: 

0 구조 변화 없음 

1 완전 부재 

2 부분 부재

3 부분 추가

4 이상크기 

5 불연속

6 이상정렬

7 체액 축적을 포함한 신체 구조의 질적 변화

8 상세불명

9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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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분류척도(제안사항)

신체부위를 나타내기 위해 개발 예정 

0 한 곳 이상의 부위 

1 오른쪽 

2 왼쪽 

3 양쪽 

4 앞쪽

5 뒤쪽

6 몸쪽

7 먼쪽 

8 상세불명 

9 해당 없음 

ICF 코드화 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2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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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신경계의 구조

 s110 뇌의 구조

s1100 겉질엽의 구조

s11000 이마엽

s11001 관자엽

s11002 마루엽

s11003 뒤통수엽

s11008 기타 명시된 겉질엽의 구조

s11009 상세불명의 겉질엽의 구조

s1101 중간뇌의 구조

s1102 사이뇌의 구조

s1103 바닥핵 및 관련구조

s1104 소뇌의 구조

s1105 뇌줄기의 구조

s11050 숨뇌

s11051 다리뇌

s11058 기타 명시된 뇌줄기의 구조

s11059 상세불명의 뇌줄기의 구조

s1106 뇌신경의 구조

s1108 기타 명시된 뇌의 구조

s1109 상세불명의 뇌의 구조

 s120 척수 및 관련구조

s1200 척수의 구조 

s12000 목척수

s12001 가슴척수

s12002 허리엉치척수

s12003 말총

s12008 기타 명시된 척수의 구조

s12009 상세불명의 척수의 구조

s1201 척수신경

s1208 기타 명시된 척수 및 관련구조

s1209 상세불명의 척수 및 관련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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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0 뇌척수막의 구조

 s140 교감신경계의 구조

 s150 부교감신경계의 구조

 s198 기타 명시된 신경계의 구조

 s199 상세불명의 신경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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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눈, 귀 및 관련구조

 s210 눈구멍의 구조

 s220 눈알의 구조

s2200 이음막, 흰자위막, 얼킴막 

s2201 각막

s2202 홍채

s2203 망막

s2204 눈알의 수정체

s2205 유리체

s2208 기타 명시된 눈알의 구조 

s2209 상세불명의 눈알의 구조

 s230 눈 주변의 구조

s2300 눈물샘 및 관련구조

s2301 눈꺼풀

s2302 눈썹

s2303 바깥눈근육

s2308 기타 명시된 눈 주변의 구조

s2309 상세불명의 눈 주변의 구조

 s240 바깥귀의 구조

 s250 가운데귀의 구조

s2500 고막

s2501 귀관

s2502 귓속뼈

s2508 기타 명시된 가운데귀의 구조

s2509 상세불명의 가운데귀의 구조

 s260 속귀의 구조

s2600 달팽이

s2601 안뜰미로

s2602 반고리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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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603 속귀길

s2608 기타 명시된 속귀의 구조

s2609 상세불명의 속귀의 구조

 s298 기타 명시된 눈, 귀 및 관련 구조

 s299 상세불명의 눈, 귀 및 관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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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음성과 말하기에 관련된 구조

 s310 코의 구조

s3100 바깥코

s3101 코사이벽

s3102 코안 공간

s3108 기타 명시된 코의 구조

s3109 상세불명의 코의 구조

 s320 입의 구조 

s3200 이

s32000 일차치아

s32001 이차치아

s32008 기타 명시된 치아

s32009 상세불명의 치아

s3201 잇몸

s3202 입천장의 구조 

s32020 단단입천장

s32021 물렁입천장

s3203 혀

s3204 입술의 구조

s32040 윗입술

s32041 아랫입술

s3205 인중

s3208 기타 명시된 입의 구조

s3209 상세불명의 입의 구조

 s330 인두의 구조

s3300 코인두

s3301 입인두

s3308 기타 명시된 인두의 구조

s3309 상세불명의 인두의 구조

 s340 후두의 구조

s3400 성대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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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408 기타 명시된 후두의 구조

s3409 상세불명의 후두의 구조

 s398 기타 명시된 음성과 말하기에 관련된 구조

 s399 상세불명의 음성과 말하기에 관련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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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심장혈관계, 면역계 및 호흡계의 구조

 s410 심장혈관계의 구조

s4100 심장

s41000 심방

s41001 심실

s41008 기타 명시된 심장의 구조

s41009 상세불명의 심장의 구조 

s4101 동맥

s4102 정맥

s4103 실핏줄

s4108 기타 명시된 심장혈관계의 구조

s4109 상세불명의 심장혈관계의 구조

 
 s420 면역계의 구조

s4200 림프선

s4201 림프절

s4202 가슴샘

s4203 지라

s4204 뼈속질

s4208 기타 명시된 면역계의 구조

s4209 상세불명의 면역계의 구조

 
 s430 호흡계의 구조

s4300 기관

s4301 허파

s43010 기관지나무

s43011 허파꽈리

s43018 기타 명시된 허파의 구조

s43019 상세불명의 허파의 구조

s4302 가슴우리

s4303 호흡근

s43030 갈비사이근

s43031 가로막

s43038 기타 명시된 호흡근

s43039 상세불명의 호흡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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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308 기타 명시된 호흡계의 구조

s4309 상세불명의 호흡계의 구조

 s498 기타 명시된 심장혈관계, 면역계 및 호흡계의 구조

 s499 상세불명의 심장혈관계, 면역계 및 호흡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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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소화계, 대사계 및 내분비계와 관련된 구조

 s510 침샘의 구조

 s520 식도의 구조

 s530 위의 구조

 s540 창자의 구조

s5400 작은창자

s5401 큰창자

s5408 기타 명시된 창자의 구조

s5409 상세불명의 창자의 구조

 s550 이자의 구조

 s560 간의 구조

 s570 쓸개와 쓸개관의 구조

 s580 내분비샘의 구조

s5800 뇌하수체

s5801 갑상샘

s5802 부갑상샘

s5803 콩팥위샘

s5808 기타 명시된 내분비샘의 구조

s5809 상세불명의 내분비샘의 구조

 s598 기타 명시된 소화계, 대사계 및 내분비계와 관련된 구조

 s599 상세불명의 소화계, 대사계 및 내분비계와 관련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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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비뇨계 및 생식계와 관련된 구조

 s610 비뇨계의 구조

s6100 콩팥

s6101 요관

s6102 방광

s6103 요도

s6108 기타 명시된 비뇨계의 구조

s6109 상세불명의 비뇨계의 구조

 s620 골반바닥의 구조

 s630 생식계의 구조

s6300 난소

s6301 자궁의 구조

s63010 자궁몸

s63011 자궁목

s63012 난관

s63018 기타 명시된 자궁의 구조

s63019 상세불명의 자궁의 구조

s6302 유방과 젖꼭지

s6303 질과 바깥생식기관의 구조

s63030 음핵

s63031 대음순

s63032 소음순

s63033 질관

s6304 고환과 음낭

s6305 음경의 구조 

s63050 음경 귀두 

s63051 음경 몸통

s63058 기타 명시된 음경의 구조 

s63059 상세불명의 음경의 구조 

s6306 전립샘

s6308 기타 명시된 생식계

s6309 상세불명의 생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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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98 기타 명시된 비뇨계 및 생식계와 관련된 구조

 s699 상세불명의 비뇨계 및 생식계와 관련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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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움직임과 관련된 구조

 s710 머리와 목 부위의 구조

s7100 머리의 뼈

s7101 얼굴의 뼈

s7102 목 부위의 뼈

s7103 머리와 목 부위의 관절

s7104 머리와 목 부위의 근육

s7105 머리와 목 부위의 인대와 근막

s7108 기타 명시된 머리와 목 부위의 구조 

s7109 상세불명의 머리와 목 부위의 구조

 s720 어깨부위의 구조

s7200 어깨부위의 뼈

s7201 어깨부위의 관절

s7202 어깨부위의 근육

s7203 어깨부위의 인대와 근막

s7208 기타 명시된 어깨부위의 구조 

s7209 상세불명의 어깨 부위의 구조

 s730 팔의 구조

s7300 위팔의 구조

s73000 위팔의 뼈

s73001 팔꿉관절

s73002 위팔의 근육

s73003 위팔의 인대와 근막

s73008 기타 명시된 위팔의 구조

s73009 상세불명의 위팔의 구조 

s7301 아래팔의 구조 

s73010 아래팔의 뼈 

s73011 손목관절

s73012 아래팔의 근육

s73013 아래팔의 인대와 근막

s73018 기타 명시된 아래팔의 구조

s73019 상세불명의 아래팔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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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7302 손의 구조

s73020 손의 뼈 

s73021 손과 손가락의 관절 

s73022 손의 근육

s73023 손의 인대와 근막

s73028 기타 명시된 손의 구조

s73029 상세불명의 손의 구조 

s7308 기타 명시된 팔의 구조

s7309 상세불명의 팔의 구조

 s740 골반부위의 구조

s7400 골반부위의 뼈

s7401 골반부위의 관절

s7402 골반부위의 근육

s7403 골반부위의 인대와 근막

s7408 기타 명시된 골반부위의 구조

s7409 상세불명의 골반부위의 구조

 s750 다리의 구조

s7500 넙다리의 구조

s75000 넙다리의 뼈

s75001 엉덩관절

s75002 넙다리의 근육

s75003 넙다리의 인대와 근막

s75008 기타 명시된 넙다리의 구조

s75009 상세불명의 넙다리의 구조

s7501 아래다리의 구조

s75010 아래다리의 뼈

s75011 무릎관절

s75012 아래다리의 근육

s75013 아래다리의 인대와 근막

s75018 기타 명시된 아래다리의 구조

s75019 상세불명의 아래다리의 구조

s7502 발목과 발의 구조

s75020 발목과 발의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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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75021 발목관절 및 발과 발가락의 관절

s75022 발목과 발의 근육

s75023 발목과 발의 인대와 근막

s75028 기타 명시된 발목과 발의 구조

s75029 상세불명의 발목과 발의 구조

s7508 기타 명시된 다리의 구조

s7509 상세불명의 다리의 구조

 s760 몸통의 구조

s7600 등골뼈의 구조

s76000 목뼈

s76001 가슴등골뼈

s76002 허리등골뼈

s76003 엉치뼈

s76004 꼬리뼈

s76008 기타 명시된 등골뼈의 구조

s76009 상세불명의 등골뼈의 구조

s7601 몸통의 근육

s7602 몸통의 인대와 근막

s7608 기타 명시된 몸통의 구조

s7609 상세불명의 몸통의 구조

 s770 움직임과 관련된 부가적인 근육뼈대의 구조

s7700 뼈

s7701 관절

s7702 근육

s7703 상세불명의 관절외인대, 근막, 바깥근건막, 지지인대, 사이막, 윤활낭

s7708 기타 명시된 움직임과 관련된 부가적인 근육뼈대의 구조

s7709 상세불명의 움직임과 관련된 부가적인 근육뼈대의 구조 

 s798 기타 명시된 움직임과 관련된 구조

 s799 상세불명의 움직임과 관련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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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피부 및 관련구조

 s810 피부영역의 구조

s8100 머리와 목 부위의 피부

s8101 어깨부위의 피부

s8102 팔의 피부

s8103 골반부위의 피부

s8104 다리의 피부

s8105 몸통과 등의 피부

s8108 기타 명시된 피부 영역의 구조

s8109 상세불명의 피부 영역의 구조

 s820 피부샘의 구조

s8200 땀샘

s8201 피부기름샘

s8208 기타 명시된 피부샘의 구조

s8209 상세불명의 피부샘의 구조

 s830 손발톱의 구조

s8300 손톱

s8301 발톱

s8308 기타 명시된 손발톱의 구조

s8309 상세불명의 손발톱의 구조

 s840 털의 구조

 s898 기타 명시된 피부 및 관련 구조

 s899 상세불명의 피부 및 관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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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 참여

정의 : 활동은 개인이 과제나 행위를 실행하는 것이다.

참여는 생활의 상황에 관여하는 것이다.

활동 제한은 개인이 활동을 실행하는 동안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다.

참여 제약은 개인이 생활의 상황에 관여하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다.

분류척도

활동과 참여의 구성요소 영역들은 생활영역 전체범위(기본 학습과 보기에서부터 사회적 과제와 

같은 복합적인 분야까지)를 다루는 단일 목록으로 제시된다. 이 구성요소는 활동(a)이나 참여(p) 

또는 두 요소 모두 나타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활동과 참여의 구성요소에 대한 두 가지 분류척도에는 수행 분류척도와 능력 분류척도가 있다. 

수행 분류척도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환경에서 수행하는 것을 설명한다. 현재 환경은 사회적 배경

을 제공하므로 기록된 수행 분류척도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실제 배경의 생활상황에서 “관여” 또는 

“삶의 경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은 환경요인 즉 물리적, 사회적, 태도적인 모든 측면

을 포함하여 환경요인 구성요소를 사용하여 코드화 할 수 있다.

능력 분류척도는 과제나 행위를 수행하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 이 분류척도를 통해 각 개인

이 정해진 시간에 주어진 영역 안에서 개인이 성취할 수 있는 최상의 기능수행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능력은 동일하거나 표준환경에서 측정되므로 개인의 환경적응 능력을 반영한다. 환경요인 

구성요소는 이러한 동일하거나 표준환경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능력 분류척도와 수행 분류척도 모두는 보조장치 또는 보조인력 유무와 함께 사용될 수 있으며 

아래의 척도를 따른다. 

xxx.0 어려움 없음 (없음, 부재, 무시해도 될 정도의, …) 0-4%

xxx.1 가벼운 어려움 (약간, 낮은, …) 5-24%

xxx.2 중간 정도의 어려움 (중간, 중, … ) 25-49%

xxx.3 심한 어려움 (높은, 극심한, …) 50-95%

xxx.4 극심한 어려움 (전체, …) 96-100%

xxx.8 상세불명

xxx.9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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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문제나 능력 제한을 수치화 할 수 있는 측정도구나 기타 표준을 보정하는 경우에 백분율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행 문제가 전혀 없거나 수행이 완전히 어려운 경우를 코드화 할 때 

이 척도는 최대 5%의 오차 범위를 가진다. 중간 정도의 수행 문제는 전체 수행 문제 척도의 최대 

절반까지로 정의된다. 백분율은 모집단 표준에 대한 각각의 다른 영역을 백분위수로 표시한다. 

이러한 수치화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연구를 통한 평가 절차 개발이 필요하다.

ICF 코드화 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2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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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학습과 지식적용

본 장은 학습, 학습된 지식의 적용, 생각,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에 대한 것이다.

의도적 감각경험(d110-d129)

 d110 보기

시각적으로 사물을 추적하기, 사람을 관찰하기, 스포츠 경기, 사람 또는 아이들이 노는 

것을 주시하는 것과 같이 시각자극을 경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각을 사용하기

 d115 듣기

라디오, 사람의 목소리, 음악, 강의 또는 구연동화를 듣는 것과 같이 청각 자극을 경험하

기 위해 의도적으로 청각을 사용하기

 d120 기타 의도적 감각

촉감과 질감, 단맛을 느끼거나 꽃향기를 맡는 것과 같이 자극을 경험하기 위해 의도적으

로 신체의 기타 감각을 사용하기

d1200 입을 이용한 감각

입 또는 입술로 물건을 탐색하기

d1201 만지기

손, 손가락이나 팔 또는 신체의 일부로 물건을 탐색하기

제외 : 입을 이용한 감각(d1200)

d1202 냄새맡기

코에 물체를 가져가거나 물체에 코를 가까이하여 물건을 감지하기

d1203 맛보기

물기, 씹기, 빨기에 의해 음식물이나 음료의 맛을 탐색하기

 d129 기타 명시된 의도적 감각 경험 및 상세불명의 의도적 감각 경험

기본학습(d130-d159)

 d130 모방하기

얼굴 표정, 몸짓이나 소리를 따라하거나 글자를 베껴 쓰는 것과 같이 학습의 기본 구성요

소로서 따라하거나 흉내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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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35 반복연습하기

10단위로 세거나 시 낭송 연습을 하는 것과 같이 학습의 기본 구성요소로서 일련의 사건

이나 기호를 반복하기

 d137 개념습득하기

사물, 사람 또는 사건의 특징과 관련된 기본 및 복합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개발하기

d1370 기본 개념습득하기

크기, 모양, 양, 길이, 동일성, 대립성과 같은 개념 사용을 학습하기

d1371 복합 개념습득하기

분류, 집단화, 가역성, 순차배열과 같은 개념 사용을 학습하기

d1378 기타 명시된 개념습득하기

d1379 상세불명의 개념습득하기

 d140 읽기학습

글자나 자모음을 인식하기, 정확한 발음으로 단어를 소리 내어 읽기 및 문어로 된 단어나 

구를 이해하는 것과 같이 글로 표현된 자료(점자와 기타 기호 포함)를 유창하고 정확하게 

읽는 능력 개발하기

 d145 쓰기학습

실제로 맞춤법에 맞게 쓰거나 정확한 문법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소리, 단어 또는 구를 나타내는 기호(점자 쓰기와 기타 기호를 포함)를 사용하는 능력 

개발하기

 d150 연산학습

덧셈과 뺄셈 부호 사용하기 및 문제에 대해 정확한 수학 연산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수를 

사용하여 단순하고 복잡한 수학 연산을 수행하는 능력 개발하기

 d155 기술 습득하기

도구 또는 장난감을 사용하거나 놀이를 하는 것과 같이 기술을 습득하고 지속할 수 있도

록 통합된 일련의 행위나 과제에서 기본 역량과 복합 역량 개발하기

포함 : 기본 기술 및 복합 기술 습득하기

d1550 기본 기술 습득하기

연필 및 식기와 같은 간단한 도구 사용을 배우는 것과 같이 기초적이고 의도적

인 행위 학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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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551 복합 기술 습득하기

경기하기(예: 축구 또는 체스)와 건축 도구 사용법을 배우는 것과 같이 규칙에 

따라 움직임을 순서화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일련의 통합된 행위 학습하기

d1558 기타 명시된 기술 습득하기

d1559 상세불명의 기술 습득하기 

 d159 기타 명시된 기본학습 및 상세불명의 기본학습

지식적용(d160-d179)

 d160 주의집중하기

주의집중을 방해하는 소음을 걸러내는 것과 같이 특정 자극에 의도적으로 집중하기

 d163 생각하기

이야기 만들기, 원리 증명하기, 아이디어 고안하기, 브레인스토밍, 명상하기, 심사숙고하

기, 추측하기 또는 재고하기와 같이 목표지향 유무와 관계없이 개인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이디어, 개념 및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조직화하기

제외 : 문제해결하기(d175); 의사결정하기(d177)

 d166 읽기

일반 지식이나 특정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글로 표현된 언어(예: 문자나 점자로 된 

책, 설명서 또는 신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관련된 활동 수행하기

제외 : 읽기학습(d140)

 d170 쓰기

사건이나 아이디어를 문자로 기록하거나 편지의 초안을 잡는 것과 같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호나 언어 사용하기 또는 작성하기

제외 : 쓰기학습(d145)

d1700 쓰기과정의 일반적인 기술 및 방법 사용하기

적절한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 적용하기, 관례적 문장구조 선택하기

d1701 작문에서 문법적 규칙 사용하기

표준 맞춤법, 문장부호 및 적절한 사례 양식 등 적용하기 

d1702 작문에서 일반적 기술 및 방법 사용하기

복잡한 의미와 추상적인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단어와 문장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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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708 기타 명시된 쓰기

d1709 상세불명의 쓰기

 d172 계산하기

세 수의 합을 계산하거나 하나의 수를 다른 수로 나눈 결과를 알아내는 것과 같이 말로 

설명된 문제를 풀기 위해 수학적 원리를 적용하고 그 결과를 산출하거나 제시하는 계산 

수행하기

제외 : 연산학습(d150)

 d175 문제해결하기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과 같이 현안을 확인하고 분석하기, 선택 방안과 해결

책 고안하기, 해결책에 대한 잠재적 영향 평가하기 및 선택한 해결책을 실행하여 문제나 

상황에 대한 해결책 찾기 

포함 : 단순한 문제와 복잡한 문제해결하기 

제외 : 생각하기(d163); 의사결정하기(d177) 

d1750 단순한 문제해결하기

현안을 확인하고 분석하기, 해결책 고안하기, 해결책에 대한 잠재적 영향 평가

하기 및 선택한 해결책을 실행하여 단일 현안이나 질문과 관련된 단순한 문제

에 대한 해결책 찾기

d1751 복잡한 문제해결하기

현안을 확인하고 분석하기, 해결책 고안하기, 해결책에 대한 잠재적 영향 평가

하기 및 선택한 해결책을 실행하여 서로 관계가 있는 여러 가지 현안이나 문제

와 관련된 해결책 찾기

d1758 기타 명시된 문제 해결하기

d1759 상세불명의 문제 해결하기

 d177 의사결정하기

특정 물건을 선택해서 구입하거나 자신이 해야 할 여러 과제 중에서 하나의 수행할 과제

를 결정하여 수행하는 것과 같이 여러 대안 중에서 선택하고 그 선택을 수행하여 효과를 

평가하기

제외 : 생각하기(d163); 문제해결하기(d175)

 d179 기타 명시된 지식적용 및 상세불명의 지식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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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98 기타 명시된 학습과 지식적용

 d199 상세불명의 학습과 지식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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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일반적 과제와 요구

본 장은 단일 또는 다중 과제 수행, 일상에 대한 계획 및 스트레스 대처의 일반적 측면에 대한 

것이다. 이들 항목은 다양한 환경에서 수행하는 과제에 내재된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

인 과제나 행동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d210 단일 과제수행하기

과제 시작하기, 과제와 관련된 시간, 공간 및 자료 조직화하기, 과제 수행의 속도 조절하

기, 과제를 수행, 완료 및 유지하는 것과 같이 단일과제의 정신적･신체적 구성요소와 관

련된 단순 또는 복잡한 협응 행동수행하기

포함 : 단순 또는 복합 과제수행하기; 개인 또는 집단으로 단일 과제수행하기 제외 : 기술 

습득하기(d155); 문제해결하기(d175); 의사결정하기(d177); 다중 과제 수행하기

(d220)

d2100 단순 과제수행하기

단순 과제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준비하기, 시작하기 및 조정하기; 독서, 편

지 쓰기 또는 이부자리 정리하기와 같이 하나의 주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간

단한 과제 수행하기

d2101 복합 과제수행하기

단일복합과제를 위해 시간과 공간을 준비하기, 시작하기 및 조정하기; 가정에서 

가구를 배치하거나 학교 숙제를 마치는 것과 같이 한 가지 이상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과제를 연속적 또는 동시에 수행하기

d2102 개인으로 단일 과제수행하기

단순 또는 복합과제를 위해 시간과 공간을 준비하기, 시작하기 및 조정하기; 다

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단일 과제를 처리하고 수행하기

d2103 집단으로 단일 과제수행하기

단순 또는 복합 단일과제를 위해 시간과 공간 준비하기, 시작하기 및 조정하기; 

과제 수행의 일부나 전 과정에서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단일 과제를 처리하고 

수행하기

d2108 기타 명시된 단일 과제수행하기

d2109 상세불명의 단일 과제수행하기

 d220 다중 과제수행하기

연속적이거나 동시에 이루어지는 다중적, 통합적 및 복합적 과제의 구성요소로서 단순하

거나 복잡한 협응행동 수행하기

포함 : 다중 과제수행하기; 다중 과제완료하기; 개인 또는 집단으로 다중 과제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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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 기술 습득하기(d155); 문제해결하기(d175); 의사결정하기(d177); 단일 과제수행

하기(d210)

d2200 다중 과제실행하기

여러 가지 과제를 위해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준비, 시작 및 조정하여 여러 가

지 과제를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처리하고 실행하기

d2201 다중 과제완료하기

여러 가지 과제를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완료하기

d2202 개인으로 다중 과제수행하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다중 과제를 위해 시간과 공간을 준비, 시작 및 

조정하여 여러 가지 과제를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처리하고 실행하기

d2203 집단으로 다중 과제수행하기

다중 과제를 위해 시간과 공간을 준비, 시작 및 조정하여 다중 과제 수행의 일

부나 전 과정에서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과제를 동시 또는 연속적으

로 처리하고 실행하기 

d2208 기타 명시된 다중 과제수행하기

d2209 상세불명의 다중 과제수행하기

 d230 일상생활 수행하기 

하루 동안 해야 하는 개별 활동에 대해 시간을 할당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이 일과나 

직무에 필요한 것들을 계획, 관리 및 완료하기 위해 단순하거나 복잡한 협응 행동 수행하기

포함 : 일상활동 관리하기와 완료하기; 자신의 활동수준 관리하기

제외 : 다중 과제수행하기(d220) 

d2301 일상생활 관리하기

일과나 직무에 필요한 것들을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해 단순하거나 복잡한 협응

행동 수행하기

d2302 일상생활 완료하기

옷 입기, 아침밥 먹기, 등교하기 또는 출근하기 및 일과 후 귀가하기와 같이 일

과나 직무에 필요한 것들을 완료하기 위해 단순하거나 복잡한 협응 행동 수행

하기

d2303 자신의 활동수준 관리하기

일과나 직무에 필요한 노력과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 행동과 행위 수행하기 

d2308 기타 명시된 일상생활 수행하기

d2309 상세불명의 일상생활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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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40 스트레스와 기타 심리적 부담 관리하기

교통체증 시 운전을 하거나 여러 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중요한 책임이 따르거

나 스트레스, 주의산만 또는 위기감을 주는 과제를 수행할 때 필요한 심리적 부담을 관리

하고 조절하기 위해 단순하거나 복잡한 협응행동 수행하기 

포함 : 책임 관리하기; 스트레스와 위기 관리하기

d2400 책임 관리하기

과제 수행에 대한 직무를 관리하고 이러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소를 평가하

기 위해 단순하거나 복잡한 협응 행동 수행하기

d2401 스트레스 관리하기

과제 수행과 연관된 압박, 긴급상황 또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단순하거

나 복잡한 협응행동 수행하기

d2402 위기 관리하기

매우 위험하거나 어려운 상황 또는 시기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대처하기 위

해 단순하거나 복잡한 협응행동 수행하기

d2408 기타 명시된 스트레스와 기타 심리적 부담 관리하기

d2409 상세불명의 스트레스와 기타 심리적 부담 관리하기

 d298 기타 명시된 일반적 과제와 요구

 d299 상세불명의 일반적 과제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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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의사소통

본 장은 메시지의 수용과 표현, 대화하기 및 장치나 기술을 사용한 의사소통을 포함하여 언어, 

신호 및 기호를 사용한 의사소통의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특징에 대한 것이다. 

의사소통하기-수용(d310-d329)

 d310 음성메시지로 의사소통하기-수용

사실이나 관용적 표현이 있는 문장을 이해하는 것과 같이 말로 전달되는 메시지의 문자

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이해하기

 d315 비언어적 메시지로 의사소통하기-수용

아이가 눈을 비빌 때는 피곤하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경보음은 화재를 의미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과 같이 몸짓, 기호 및 그림으로 전달되는 메시지의 문자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이해하기

포함 : 몸짓, 일반적 신호 및 기호, 그림과 사진으로 의사소통-수용

d3150 몸짓으로 의사소통하기-수용 

얼굴 표정, 손의 움직임이나 신호, 신체 자세 및 기타 형태의 신체언어로 전달

되는 의미 이해하기

d3151 일반적인 신호 및 기호로 의사소통하기-수용

교통신호, 경고신호, 악보 또는 과학적 표기 및 아이콘과 같이 공공 신호와 기

호가 나타내는 의미 이해하기

d3152 그림과 사진으로 의사소통하기-수용

신장표의 선이 올라가면 아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과 같이 

그림(예: 선 그림, 그래픽디자인, 회화, 삼차원 묘사, 그림문자), 그래프, 도표 

및 사진이 나타내는 의미 이해하기

d3158 기타 명시된 비언어적 메시지로 의사소통하기-수용

d3159 상세불명의 비언어적 메시지로 의사소통하기-수용

 

 d320 공식적인 수화메시지로 의사소통하기-수용

공식적인 수화가 전하는 메시지의 문자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를 수용하고 이해하기

 

 d325 문자메시지로 의사소통하기-수용

일간신문에서 정치적 사건을 파악하거나 종교적 성서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과 같이 문어

(점자 포함)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의 문자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를 수용하고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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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329 기타 명시된 의사소통하기-수용 및 상세불명의 의사소통하기-수용

의사소통하기-표현(d330-d349)

 d330 말하기

말로 사실을 표현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이 문자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를 가진 

구두 메시지를 단어, 구 및 보다 긴 구절로 표현하기

 d332 노래 부르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일련의 음조를 사용하여 멜로디 만들기

포함 : 콧노래 부르기, 찬트 

 d335 비언어적 메시지로 표현하기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고개를 젓거나 사실 또는 복잡한 생각을 전하기 위해 그림이

나 도표를 그리는 것과 같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몸짓, 기호 및 그림 사용하기

d3350 몸짓언어로 표현하기

얼굴 표정(예: 미소짓기, 찌푸리기, 움찔 놀라기), 팔과 손의 움직임 및 자세(예: 

애정을 표현하기 위한 포옹)와 같이 신체의 움직임으로 의미 전달하기

d3351 신호와 기호로 표현하기

신호와 상징(예: 아이콘, 블리스판, 과학 기호) 및 멜로디를 전하기 위해 악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기호표기 시스템을 사용하여 의미 전달하기

d3352 그림과 사진으로 표현하기

사람에게 장소의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 약도를 그리는 것과 같이 그림, 회화, 

스케치 및 도표나 사진으로 의미 전달하기

d3358 기타 명시된 비언어적 메시지 표현하기

d3359 상세불명의 비언어적 메시지 표현하기

 d340 공식적인 수화로 메시지 표현하기

공식적 수화로 문자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전달하기

 d345 메시지 쓰기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것과 같이 글로 쓴 메시지에 담긴 문자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표현하기

 d349 기타 명시된 의사소통 및 상세불명의 의사소통하기-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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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및 의사소통장치와 기술의 사용(d350-d369)

 d350 대화

공석이나 사석에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낯선 사람이나 아는 사람과 함께 말, 글, 신호 

또는 기타 형태의 언어를 사용하여 생각과 아이디어 교환 시작하기, 지속하기 및 마치기

포함 : 대화 시작하기, 지속하기 및 마치기;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과 대화하기

d3500 대화 시작하기

자기소개, 일상적인 인사 또는 주제 소개나 질문하기와 같이 의사소통 또는 대

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눈을 마주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류활동을 시작하는 

것과 같이 의견교환 시작하기 

d3501 대화 지속하기 

상호교대로 소리내기, 말하기 또는 신호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지속하기 또는 

아이디어 추가, 새로운 주제의 소개 또는 앞서 언급된 주제를 재언급하여 대화

를 구체화하기 

d3502 대화 마치기

토론되고 있는 주제를 마무리하거나 일상적인 마무리 표현으로 대화나 의사교

환 종결하기

d3503 한 사람과 대화하기

친구와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한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의사교환

을 시작하기, 지속하기, 구체화하기 및 종결하기

d3504 여러 사람과 대화하기 

집단 내에서 의사교환을 시작하고 참여하는 것과 같이 두 사람 이상과 대화를 

하거나 의사교환을 시작하기, 지속하기, 구체화하기 및 종결하기

d3508 기타 명시된 대화

d3509 상세 명의 대화 

 d355 토론

공석이나 사석에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낯선 사람이나 아는 사람과 함께 말, 글, 신호 

또는 기타 형태의 언어를 사용하여 찬반논쟁을 하거나 토론하고, 현안에 대한 검토를 시

작하기, 지속하기 및 종결하기

포함 :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과 토론

d3550 한 사람과 토론하기

한 사람과 논쟁이나 토론을 시작하기, 지속하기, 구체화하기 또는 종결하기

d3551 여러 사람과 토론하기 

두 사람 이상과 논쟁이나 토론을 시작하기, 지속하기, 구체화하기 또는 종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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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558 기타 명시된 토론 

d3559 상세불명의 토론 

 d360 의사소통장치 및 기술 사용하기

친구와 전화로 통화하는 것과 같이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 기술 및 기타 수단 

사용하기 

포함 : 전기통신장치 사용하기, 기록장치 및 의사소통기술 사용하기

d3600 전자통신장치 사용하기

의사소통 수단으로 팩스기, 텔렉스기 또는 컴퓨터(전자 메일)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전화기나 기타 기기 사용하기

d3601 기록장치 사용하기 

의사소통 수단으로 타자기, 컴퓨터 및 점자 타자기와 같은 기록장치 사용하기

d3602 의사소통기술 사용하기

입모양을 읽는 것과 같이 의사소통기술과 관련된 행동이나 과제 수행하기

d3608 기타 명시된 의사소통장치 및 기술 사용하기

d3609 상세불명의 의사소통장치 및 기술 사용하기

 d369 기타 명시된 대화 및 의사소통장치와 기술의 사용 그리고 상세불명의 대화 및 의사소통

장치와 기술의 사용

 d398 기타 명시된 의사소통

 d399 상세불명의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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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이동

본 장은 몸의 자세나 위치를 변화시키거나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물건을 운반하거

나 이동하기 또는 조작하기, 걷거나 달리기 또는 오르기 및 다양한 형태의 운송체계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자세 바꾸기와 유지하기(d410-d429)

 d410 기본자세 바꾸기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에 눕기 및 앉기, 서기, 무릎 꿇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다른 

자세로 바꾸기, 다른 자세에서 앉기, 서기, 무릎 꿇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바꾸는 것과 

같이 한 자세에서 다른 자세로 바꾸기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포함 : 누운 자세,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 앉거나 선 자세, 허리 굽힌 자세에서 

다른 자세로 바꾸기와 신체중심이동하기

제외 : 자리 이동하기(d420)

d4100 눕기

눕거나 누운 자세에서 일어나기 또는 누운 자세에서 서기나 앉기와 같이 다른 

자세로 바꾸기 

포함 : 엎드린 자세 취하기

d4101 쪼그려 앉기 

바닥 높이의 변기를 사용할 때 취하는 자세와 같이 무릎을 굽히고 발뒤꿈치에 

엉덩이를 대고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다른 자세로 바꾸기 또는 쪼그려 앉은 자

세에서 서기와 같은 다른 자세로 바꾸기 

d4102 무릎 꿇기

기도하는 자세와 같이 다리를 굽혀 무릎으로 신체를 지지하는 자세를 취하거나 

무릎 꿇은 자세에서 일어서기와 같은 다른 자세로 바꾸기

d4103 앉기

앉거나 앉은 자세에서 서기나 눕기와 같은 다른 자세로 바꾸기

포함 : 다리를 굽히거나 책상다리로 앉은 자세 취하기; 발로 지지하거나 지지 

없이 앉은 자세 취하기 

d4104 서기

일어서거나 선 자세에서 눕거나 앉기와 같은 다른 자세로 바꾸기

d4105 허리 굽히기

인사를 하거나 아래쪽에 있는 물건으로 손을 뻗는 것과 같이 허리를 아래로 숙

이거나 옆으로 기울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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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106 신체중심이동하기

서있는 동안 한 쪽에서 다른 쪽 발로 체중을 이동하는 것과 같이 앉기, 서기 

또는 누워 있는 동안 한 자세에서 다른 자세로 체중을 이동하거나 조절하기

제외 : 자리 이동하기(d420); 걷기(d450)

d4107 구르기

신체의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또는 배에서 등으로 돌아눕는 것과 같이 한 자세

에서 다른 자세로 신체 움직이기

d4108 기타 명시된 기본자세 바꾸기 

d4109 상세불명의 기본자세 바꾸기

 d415 자세 유지하기

직장이나 학교에서 앉거나 선 자세를 유지하는 것과 같이 필요한 시간 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기

포함 : 눕기,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앉기 및 선 자세 유지하기 

d4150 누운 자세 유지하기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있는 것과 같이 필요한 시간 동안 누운 자세를 유지하기 

포함 : 엎드린 자세(얼굴을 바닥으로 향하기 또는 엎드린), 바로 누운 자세(얼굴

을 위로 향하기) 또는 옆으로 누운 자세 유지하기 

d4151 쪼그려 앉은 자세 유지하기

좌석 없이 바닥에 앉을 때와 같이 필요한 시간 동안 쪼그려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d4152 무릎 꿇은 자세 유지하기

교회에서 기도할 때와 같이 필요한 시간 동안 다리를 구부린 채 무릎으로 신체

를 지지하는 무릎 꿇기 자세를 유지하기 

d4153 앉은 자세 유지하기 

책상이나 식탁에 앉을 때와 같이 필요한 시간 동안 의자나 바닥에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포함 : 발로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고 다리를 펴거나 책상다리로 앉은 자세 

유지하기 

d4154 선 자세 유지하기 

줄을 서 있을 때와 같이 필요한 시간 동안 선 자세를 유지하기

포함 : 경사면, 미끄럽거나 딱딱한 지지면에서 선 자세 유지하기

d4155 머리자세 유지하기

머리의 자세 조절하기 및 정해진 시간 동안 머리의 무게를 지지하기

d4158 기타 명시된 자세 유지하기

d4159 상세불명의 자세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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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420 자리이동하기 

긴 의자에서 앉은 채로 옆으로 미끄러지듯 이동하거나, 침대에서 의자로 이동하는 것과 

같이 자세를 바꾸지 않고 한 면에서 다른 면으로 이동하기 

포함 : 앉거나 누워서 이동하기 

제외 : 기본자세 바꾸기(d410) 

d4200 앉아서 자리이동하기 

의자에서 침대로 이동하는 것과 같이 앉은 자세로 같은 높이 또는 다른 높이의 

자리로 이동하기

포함 : 의자에서 변기와 같은 다른 자리로 이동하기; 휠체어에서 자동차 좌석으

로 이동하기 

제외 : 기본자세 바꾸기(d410)

d4201 누워서 자리이동하기

침대에서 다른 침대로 이동하는 것과 같이 누운 자세로 같은 높이 또는 다른 

높이의 자리로 이동하기

제외 : 기본자세 바꾸기(d410) 

d4208 기타 명시된 자리이동하기

d4209 상세불명의 자리이동하기 

 d429 기타 명시된 자세 바꾸기와 유지하기 및 상세불명의 자세 바꾸기와 유지하기

 

물건 나르기, 옮기기 및 취급하기(d430-d449)

 d430 물건 들어올리기와 나르기

컵이나 장난감을 들어올리기 또는 상자나 아이를 다른 방으로 옮기는 것과 같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져가기

포함 : 들어올리기, 손이나 팔 또는 어깨나 엉덩이, 등 또는 머리로 옮기기; 내려놓기

d4300 들어올리기 

식탁에 있는 잔을 드는 것과 같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옮기기 위해 물건을 

들어올리기

d4301 손으로 나르기 

음료 잔이나 가방을 옮길 때와 같이 손을 사용하여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물건을 가져가거나 이동시키기

d4302 팔로 나르기 

반려동물이나 아이 또는 기타 큰 물건을 옮길 때와 같이 팔과 손을 사용하여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물건을 가져가거나 이동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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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303 어깨, 엉덩이 또는 등으로 나르기

커다란 소포나 책가방을 옮길 때와 같이 어깨, 엉덩이 또는 등을 사용하거나 

이들 중 일부를 함께 사용하여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물건을 가져가거나 이

동시키기

d4304 머리로 나르기

머리 위에 양동이를 얹어 옮길 때와 같이 머리를 사용하여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물건을 가져가거나 이동시키기 

d4305 물건 내려놓기

물통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와 같이 물건을 바닥이나 한 자리에 내려놓기 위해 

손, 팔 또는 기타 신체부위 사용하기

d4308 기타 명시된 물건 들어올리기와 나르기

d4309 상세불명의 물건 들어올리기와 나르기

 d435 다리로 물건 옮기기

공을 차거나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과 같이 다리나 발을 이용해 물건을 이동시키기 위해 

협응행동 수행하기

포함 : 다리로 밀기; 차기

d4350 다리로 밀기 

발로 의자를 밀어내는 것과 같이 힘을 가하여 물건을 이동시키기 위해 다리나 

발 사용하기

d4351 차기

공을 찰 때와 같이 물건을 멀리 보내기 위해 다리나 발 사용하기

d4358 기타 명시된 다리로 물건 옮기기

d4359 상세불명의 다리로 물건 옮기기

 d440 손의 섬세한 사용 

탁자 위에 있는 동전을 집어 올리거나 다이얼이나 손잡이를 돌리는 것과 같이 손, 손가락과 

엄지를 사용하여 물건 다루기, 집어 올리기, 조작하기 및 놓기에서의 협응행동 수행하기

포함 : 집어 올리기, 잡기, 조작하기 및 놓기 

제외 : 물건 들어올리기와 나르기(d430)

d4400 집어 올리기

연필을 집을 때와 같이 손과 손가락으로 작은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잡기

d4401 잡기

연장이나 문손잡이를 잡을 때와 같이 무언가를 잡거나 쥐기 위해 한 손 또는 

양손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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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402 조작하기

동전이나 기타 작은 물건 다루기, 가위질하기, 신발끈묶기, 색칠놀이 또는 젓가

락이나 칼과 포크 사용할 때와 같이 물건을 조작하고, 가리키거나 보여주기 위

해 손가락이나 손 사용하기

d4403 놓기

옷을 내려놓거나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줄 때와 같이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위치

를 바꾸기 위해 손가락이나 손 사용하기

d4408 기타 명시된 손의 섬세한 사용

d4409 상세불명의 손의 섬세한 사용

 d445 손과 팔의 사용 

문손잡이를 돌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잡을 때와 같이 손이나 팔을 사용하여 물건을 움

직이거나 조작할 때 필요한 협응행동 수행하기 

포함 : 물건을 당기거나 밀기; 뻗기; 손이나 팔을 돌리기나 비틀기; 던지기; 잡기

제외 : 손의 섬세한 사용(d440)

d4450 당기기 

끈을 당기거나 문을 닫을 때와 같이 물건을 자기 쪽으로 옮기거나 이리저리로 

움직이기 위해 손가락, 손 및 팔을 사용하기

d4451 밀기

장난감을 밀거나 동물을 쫓을 때와 같이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멀리 떨어지게 

하거나 그 물건을 이리저리로 움직이기 위해 손가락, 손 및 팔을 사용하기 

d4452 뻗기

탁자나 책상 건너편의 책으로 손을 뻗을 때와 같이 멀리 뻗어 무언가를 만지거

나 움켜잡기 위해 손이나 팔을 사용하기

d4453 손이나 팔을 돌리거나 비틀기

양치질을 하거나 기구를 씻기 위해 요구한 것과 같이 물건을 회전시키고 돌리

거나 구부리기 위해 손가락, 손 및 팔을 사용하기

d4454 던지기 

공을 던질 때와 같이 무언가를 들어 올려 힘을 가하여 공중으로 날리기 위해 

손가락, 손 및 팔을 사용하기

d4455 잡기

공을 받을 때와 같이 움직이는 물건을 정지시켜 잡기 위해 손가락, 손 및 팔을 

사용하기

d4458 기타 명시된 손과 팔의 사용

d4459 상세불명의 손과 팔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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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449 기타 명시된 물건 나르기, 옮기기 및 취급하기와 상세불명의 물건 나르기, 옮기기 및 취

급하기

 

걷기와 이동하기(d450-d469)

 d450 걷기

산책하기, 거닐기, 앞으로 걷기, 뒤로 걷기 또는 옆으로 걸을 때와 같이 한 발이 항상 

땅에 닿도록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서 지지면을 따라 이동하기

포함 : 단거리 또는 장거리 걷기; 다양한 지지면에서 걷기; 장애물을 우회하여 걷기 

제외 : 자신을 이동하기(d420); 이동하기(d455)

d4500 단거리 걷기

건물 안에서 방이나 복도를 걷거나 건물 밖에서 짧은 거리를 걷는 것과 같이 

1km 미만의 거리 걷기

d4501 장거리 걷기

마을이나 시내를 걷거나, 마을과 마을을 오가거나 야외에서 걷는 것과 같이 

1km 이상의 거리 걷기

d4502 다양한 지지면에서 걷기

잔디, 자갈이나 얼음과 눈 위, 배, 기차 또는 기타 운송수단에 승차하여 걷는 

것과 같이 경사지거나 울퉁불퉁하거나 움직이는 지지면에서 걷기

d4503 장애물을 돌아서 걷기

시장이나 상점 돌아다니기, 차량 주변이나 사이로 걷거나 기타 붐비는 지역을 

걸을 때와 같이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물건, 사람, 동물 및 차량을 피하면

서 걷기

d4508 기타 명시된 걷기

d4509 상세불명의 걷기

 d455 이동하기

암벽 오르기, 거리를 달려 지나가기, 깡충 뛰기, 날쌔게 움직이기, 점프하기, 재주넘기 

또는 장애물 주위를 달리기와 같이 걷기를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

로 전신을 움직이기 

포함 : 기기, 오르기, 달리기, 조깅, 점프하기 및 수영하기 

제외 : 자리이동하기(d420); 걷기(d450)

d4550 기기

손이나 손과 팔 및 무릎을 사용하여 엎드린 자세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전신을 움직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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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551 오르기

발판, 암벽, 사다리나 계단, 길턱 또는 기타 대상을 오르는 것과 같이 지지면이

나 대상물을 넘어서 전신을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이동하기

d4552 달리기

양발이 동시에 지지면에서 떨어질 정도로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기 

d4553 점프하기

한 발로 점프하기, 깡충 뛰기, 줄넘기 및 물속으로 점프나 다이빙하기와 같이 

두 다리를 구부렸다 펴면서 지지면에서 떨어져 위로 이동하기

d4554 수영하기

지면을 딛지 않고 팔다리와 몸통을 움직여 물속에서 전신을 추진하기 

d4558 기타 명시된 이동하기 

d4559 상세불명의 이동하기

 d460 다양한 장소에서 이동하기

집이나 건물 내에서 방과 방 사이를 걷거나 시내의 거리를 걷는 것과 같이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서 걷기와 이동하기

포함 : 집 안에서 이동하기, 집 안에서 기기 또는 오르기; 집 외의 건물 내에서 걷거나 

이동하기 및 집과 기타 건물 밖에서 걷거나 이동하기

d4600 집 안에서 이동하기

자신의 집 안, 방 안, 방과 방 사이 및 전체 거주지나 생활공간에서 걷기와 이동

하기

포함 : 층간 이동하기, 베란다, 마당, 현관이나 정원에서 이동하기

d4601 집 외의 건물 안에서 이동하기

타인의 집, 타인의 개인용 건물, 지역사회, 공용 건물 및 출입제한구역에서 이

동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건물 내에서 걷기와 이동하기

포함 : 건물과 둘러싸인 공간의 모든 부분, 개인용과 공용건물의 층간, 내･외부 

및 주변 이동하기

d4602 집과 그 외 건물 밖에서 이동하기

시내나 마을에서 단거리 또는 장거리 걷기와 같이 대중교통이나 자가 교통수단

을 사용하지 않고 집과 다른 건물에서 가깝거나 먼 곳까지 걷기와 이동하기

포함 : 동네, 시내, 마을 또는 도시의 거리를 걷거나 이동하기; 교통수단을 이용

하지 않고 도시 간을 오가거나 더 먼 곳까지 이동하기

d4608 기타 명시된 다양한 장소에서 이동하기 

d4609 상세불명의 다양한 장소에서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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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465 장비를 사용하여 이동하기 

스케이트, 스키,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이동하거나 휠체어 또는 보행기를 사용하여 거

리를 다니는 것과 같이 이동의 편의를 위해 또는 이동의 다른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고안

된 특정 장비를 사용하여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모든 지면이나 공간에서 전신을 이동

하기

제외 : 자리이동하기(d420); 걷기(d450); 이동하기(d455); 교통수단 이용하기(d470); 

운전하기(d475) 

 d469 기타 명시된 걷기와 이동하기 및 상세불명의 걷기와 이동하기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기(d470-d489)

 d470 교통수단 이용하기 

이동하기 위해 운행 중인 승용차나 버스, 인력거, 소형버스, 축력 운송수단 또는 개인이

나 공용 택시, 버스, 기차, 전차, 지하철, 보트 또는 항공기와 같은 교통수단을 승객으로

서 이용하기

포함 : 인력 교통수단 이용하기; 개인 동력 교통수단이나 대중 교통수단 이용하기

제외 : 장비를 사용하여 이동하기(d465); 운전하기(d475)

d4700 인력 교통수단 이용하기

인력거나 노 젓는 배를 타는 것과 같이 이동하기 위해 한 사람 이상의 인력으로 

움직이는 교통수단을 승객으로 이용하기

d4701 개인 동력 교통수단 이용하기 

승용차, 택시 또는 개인 소유 비행기나 보트와 같이 이동하기 위해 육상･해상･

상공으로 다니는 개인용 동력 교통수단을 승객으로 이용하기

d4702 대중 교통수단 이용하기 

버스, 기차, 지하철 또는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과 같이 이동하기 위해 대중교통

용으로 제작된 육상･해상･상공으로 다니는 동력 교통수단을 승객으로 이용하기

d4708 기타 명시된 교통수단 이용하기

d4709 상세불명의 교통수단 이용하기

 d475 운전하기

승용차, 자전거, 보트 또는 축력 교통수단과 같은 모든 형태의 교통수단을 운전자가 원하

는 방향으로 또는 운전자 마음대로 교통수단을 끌고 가도록 차량 또는 동물을 통제하여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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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 인력 교통수단 운전하기, 동력 교통수단 운전하기, 동물이 끄는 교통수단 운전하기

제외 : 장비를 사용한 이동하기(d465); 교통수단 이용하기(d470)

d4750 인력 교통수단 운전하기

자전거, 세발자전거 또는 노 젓는 보트와 같은 인력으로 움직이는 교통수단 운

전하기

d4751 동력 교통수단 운전하기 

자동차, 오토바이, 모터보트 또는 비행기와 같은 모터가 장착된 교통수단 운전

하기

d4752 축력 교통수단 운전하기

말이 끄는 수레나 마차와 같은 동물이 끄는 교통수단 운전하기 

d4758 기타 명시된 운전하기 

d4759 상세불명의 운전하기

 d480 교통수단으로서 동물타기

말, 소, 낙타 또는 코끼리와 같은 동물의 등에 타고 이동하기

제외 : 운전하기(d475); 레크리에이션과 여가(d920)

 d489 기타 명시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기 및 상세불명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기

 d498 기타 명시된 이동

 d499 상세불명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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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자기관리

본 장은 자기관리, 스스로 씻고 닦기, 신체일부나 전신 관리하기, 옷 입고 벗기, 먹고 마시기 

및 건강 돌보기에 대한 것이다.

 d510 씻기

목욕, 샤워, 손발과 얼굴 씻기, 머리감기 및 수건으로 말리기와 같이 물로 씻고 말리는데 

적절한 재료나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신체 일부나 전체를 씻고 말리기

포함 : 신체일부 씻기, 전신 씻기; 말리기 

제외 : 신체일부 관리하기(d520); 용변 관리하기(d530)

d5100 신체일부 씻기

손발, 얼굴, 머리 또는 손발톱과 같은 신체일부를 청결하게하기 위해 물, 비누 

및 기타 재료로 씻기

d5101 전신 씻기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것과 같이 전신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 물, 비누 및 기타 

재료로 씻기

d5102 말리기

신체 일부나 전신을 씻은 후 말리기 위해 수건이나 기타 수단 사용하기

d5108 기타 명시된 씻기

d5109 상세불명의 씻기

 d520 신체일부 관리하기

씻고 말리는 것 외의 관리가 필요한 피부, 얼굴, 치아, 두피, 손발톱 또는 생식기와 같은 

신체일부 관리하기

포함 : 피부, 치아, 털, 손발톱 및 코 관리하기 

제외 : 씻기(d510); 용변 관리하기(d530)

d5200 피부 관리하기

굳은살이나 티눈을 제거하거나 보습로션이나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피

부결이나 피부 보습 관리하기

d5201 치아 관리하기

양치질하기, 치실질하기 및 보철이나 의치 관리하기와 같이 치아위생을 관리하기

d5202 털 관리하기

빗질, 머리치장, 면도 또는 다듬기와 같이 머리와 얼굴에 있는 모발 손질과 수

염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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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203 손톱 관리하기

손톱을 청결하게 씻거나 깎기 또는 다듬기

d5204 발톱 관리하기 

발톱을 청결하게 씻거나 깎기 또는 다듬기

d5205 코 관리하기

코 청결하게 하기, 코 위생 관리하기

d5208 기타 명시된 신체일부 관리하기

d5209 상세불명의 신체일부 관리하기

 d530 용변 관리하기

인체 내 배설(월경, 배뇨, 배변)을 준비하여 배출하고 배출 후 자신을 청결하게 하기 

포함 : 배뇨, 배변 조절하기 및 월경 관리하기 

제외 : 씻기(d510); 신체일부 관리하기(d520)

d5300 배뇨 조절하기 

배뇨감 인지하기, 배뇨에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여 들어가기, 적절한 자세 취하

기, 배뇨 전후 옷 입고 벗기, 배뇨 후 자신을 청결하게 하는 것과 같이 배뇨 조

절하기와 관리하기

d5301 배변 조절하기 

배변감 인지하기, 배변에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여 들어가기, 적절한 자세 취하

기, 배변 전후 옷 입고 벗기, 배변 후 자신을 청결하게 하는 것과 같이 배변 조

절하기와 관리하기 

d5302 월경 관리하기

월경주기를 예측하거나 생리대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월경 조절하기, 계획하기

와 관리하기

d5308 기타 명시된 용변 관리하기 

d5309 상세불명의 용변 관리하기

 d540 옷 입고 벗기 

셔츠, 스커트, 블라우스, 바지, 내의, 사리, 기모노, 타이즈, 모자, 장갑, 코트, 신발, 부츠, 

샌들 및 슬리퍼 착용하기, 옷매무새 바로잡기, 옷 벗기와 같이 날씨나 사회적 상황에 맞

추어 옷이나 신발류를 착용하거나 벗는 협응행동과 과제 수행하기

포함 : 옷 입고 벗기, 신발류 신고 벗기 및 적합한 옷차림 선택하기

d5400 옷 입기 

머리, 어깨, 팔 및 상체와 하체에 옷을 착용하는 것; 장갑이나 모자류를 착용하

는 것과 같이 다양한 신체 부위에 옷을 착용하는 협응과제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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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401 옷 벗기

머리, 어깨, 팔 및 상체와 하체에 입은 옷을 벗는 것; 장갑이나 모자류를 벗는 

것과 같이 다양한 신체부위의 옷을 벗는 협응과제 수행하기

d5402 양말이나 신발 신기

양말, 스타킹 및 신발을 신는 협응과제 수행하기

d5403 양말이나 신발 벗기

양말, 스타킹 및 신발을 벗는 협응과제 수행하기

d5404 적합한 옷차림 선택하기

사회나 문화적 관례와 암묵적이거나 명시된 복장 규정에 따라 옷차림하기와 기

후조건에 맞게 옷차림하기

d5408 기타 명시된 옷 입고 벗기

d5409 상세불명의 옷 입고 벗기

 

 d550 먹기

문화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에 따라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서 먹기, 음식을 조각으로 자르

거나 부수기, 병이나 캔 열기, 식사도구 사용하기, 연회식이나 정찬 또는 일반 식사하기

와 같이 제공된 음식을 먹는 협응과제와 행동 수행하기 

제외 : 마시기(d560)

 

 d560 마시기

문화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에 따라 음료를 들어서 입으로 가져가서 마시기, 마시기 위해 

음료를 배합하고 흔들어서 따르기, 병이나 캔을 열기, 빨대로 마시기 또는 수도꼭지나 

샘물과 같은 흐르는 물 마시기; 수유하기

제외 : 먹기(d550)

 

 d570 자신의 건강 돌보기

균형 잡힌 식생활과 적정 수준의 신체 활동 유지하기, 냉온 조절 유지하기, 건강에 해로

운 것 피하기, 콘돔 사용하기를 포함하여 안전한 성생활 지키기, 예방접종, 정기적인 신

체 검진을 통해 신체적 편안함, 건강 및 신체적･정신적 웰빙 상태 유지하기

포함 : 신체적 편안함 유지하기; 식습관과 체력 관리하기; 건강 유지하기

d5700 신체적 편안함 유지하기

편안한 자세로 신체를 유지하고, 너무 덥거나 춥거나 습하지 않게 하고 빛을 

적당히 받도록 하고 그 필요성을 자각하여 자신을 돌보기

d5701 식습관과 체력 관리하기 

영양식을 선택하여 섭취하고 신체 건강을 유지하며 그 필요성을 자각하여 자신

을 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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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702 자신의 건강 유지하기

도움을 요청하기(전문적 및 비전문적); 의료 및 기타 건강 상담에 따르기; 신체

적 손상, 전염성 질병, 마약 복용 및 성병과 같은 건강에 유해한 위험 피하기와 

같이 건강에 유해한 위험에 대응하고 질병 예방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

는 데 필요한 일을 행하고 그 필요성을 자각하여 자신을 돌보기

d5708 기타 명시된 자신의 건강 돌보기

d5709 상세불명의 자신의 건강 돌보기

 d598 기타 명시된 자기관리

 d599 상세불명의 자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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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가정생활

본 장은 집안일과 일상적인 행동이나 과제 수행에 대한 것이다. 가정생활 영역은 의･식･주 및 

기타 필수품 마련, 집 청소 및 수리, 개인용이나 기타 가정용품 관리, 가족구성원 돌보기를 포함한다.

필수품 마련(d610-d629)

 d610 주거 마련하기 

방, 주택, 아파트 또는 기타 주거 구입하기, 임대하기, 가구 배치하기 및 정리하기

포함 : 주거 구입하기 또는 임대하기, 주거 가구 배치하기 

제외 : 상품 및 서비스 획득(d620); 가정용품 관리하기(d650) 

d6100 주거 구입하기

주택, 아파트 또는 기타 주거의 소유권 취득하기

d6101 주거 임대하기 

대가를 지불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 아파트 또는 기타 주거 임대권 취득하기

d6102 주거 가구 배치하기 

주거 공간에 가구, 붙박이장 및 기타 비품을 갖추고 정리하기 및 실내 장식하기

d6108 기타 명시된 주거 마련하기

d6109 상세불명의 주거 마련하기 

 d620 상품과 서비스획득

식료품, 음료, 의류, 청소용품, 연료, 가정용품, 가재도구, 주방용품, 놀이 도구, 가전제품

과 기구와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 선택하기, 확보하기 및 수송하기; 공공

시설 및 기타 가정용 서비스 확보하기

포함 : 생필품 구매하기와 비축하기

제외 : 주거 마련하기(d610)

d6200 구매하기

상점이나 시장에서 식료품, 음료, 청소용품, 가정용품 또는 의류 선택하기; 필

요한 품목들의 질이나 가격 비교하기, 선택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협상

하여 지불하기, 상품 배달시키기와 같이 돈을 지불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

품 및 서비스 확보하기(쇼핑 하도록 지시하고 관리하는 것 포함) 

d6201 생필품 비축하기

야채나 과일을 수확하고 물과 연료를 얻는 것과 같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를 확보하기(생필품을 확보하기 위해 지시하고 

관리하는 것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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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208 기타 명시된 상품과 서비스획득

d6209 상세불명의 상품과 서비스획득

 d629 기타 명시된 생필품획득 및 상세불명의 생필품획득

집안일(d630-d649)

 d630 식사준비하기 

식단 짜기, 식료품이나 음료 선택하기, 식사 준비에 필요한 재료 모으기, 가열하여 요리

하고 차가운 음식과 음료 준비하기 및 음식 차리기와 같이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해 간단한 

식사와 복잡한 식사를 계획하기, 준비하기, 요리하기 및 차리기 

포함 : 간단한 식사와 복잡한 식사 준비하기 

제외 : 먹기(d550); 마시기(d560); 상품과 서비스획득(d620), 집안일하기(d640); 가정

용품 관리하기(d650); 가족구성원 돌보기(d660) 

d6300 간단한 식사준비하기

간식이나 간단한 식사 만들기, 쌀이나 감자 같은 식품을 썰어서 섞고, 끓이고 

가열하여 음식재료를 변형시키는 것과 같이 준비나 상차림 방법이 쉬운 간단한 

재료로 만드는 식사를 준비하고 요리하여 차려내기

d6301 복잡한 식사준비하기

몇 가지 요리를 곁들인 식사 계획하기 및 껍질 벗기기, 썰기, 배합하기, 반죽하

기, 젓기의 복합 동작으로 음식 재료를 변형하여 특별한 행사나 문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차려내고 대접하는 것과 같이 준비나 상차림 방법이 복잡한 여러 가

지 재료로 만드는 식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요리하여 차려내기 

제외 : 가전제품 사용하기(d6403) 

d6308 기타 명시된 식사준비하기

d6309 상세불명의 식사준비하기

 d640 집안일하기

싱크대, 벽 및 기타 바닥을 쓸고, 닦고, 씻기; 가정용 쓰레기를 모아서 처리하기; 방, 옷장 

및 서랍 정리하기; 세탁물 모으기, 세탁하기, 건조하기, 빨래개기 및 다림질하기; 신발류 

세탁하기; 청소용 빗자루, 먼지떨이 및 진공청소기 사용하기; 세탁기, 건조기 및 다리미 

사용하기와 같이 집 청소, 세탁, 가전제품 사용, 식료품 저장 및 쓰레기 처리에 의한 집안 

관리하기

포함 : 옷과 의류 세탁과 건조; 주방과 조리 기구 세척; 주거 공간 청소; 가전제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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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보관 및 쓰레기 처리하기 

제외 : 주거 마련하기(d610); 상품과 서비스획득(d620); 식사준비하기(d630); 가정용품 

관리하기(d650); 타인 보조하기(d660)

d6400 옷과 의류 세탁하기와 건조하기

옷과 의류를 손세탁하여 빨랫줄에 널어서 건조하기

d6401 주방과 조리 기구 세척하기

접시, 냄비, 주전자 및 조리 기구 씻기와 식탁 정리 및 조리대와 식사 장소 주변 

바닥 청소하기와 같이 요리가 끝난 후 뒷정리하기

d6402 주거 공간 청소하기 

정리 정돈하기 및 먼지 털기, 쓸기, 닦기, 바닥 걸레질하기, 창문과 벽 청소하

기, 욕실과 화장실 청소하기, 가정용 가구 청소하기와 같이 생활공간을 청결하

게 하기

d6403 가전제품 사용하기 

세탁기, 건조기, 다리미, 진공청소기 및 식기세척기와 같은 모든 종류의 가전제

품 사용하기 

d6404 생필품 보관하기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료품, 음료, 옷 및 기타 가정용품 보관하기; 통조림 제조, 

염장이나 냉장에 의한 보관용 음식 준비하기,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동물

이 닿지 않도록 하기

d6405 쓰레기 처리하기 

집 주변의 쓰레기 모으기, 처리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기, 쓰레기처리용 가전제

품 사용하기; 쓰레기 소각하기와 같이 가정용 쓰레기 처리하기 

d6408 기타 명시된 집안일하기 

d6409 상세불명의 집안일하기

 d649 기타 명시된 집안일하기 및 상세불명의 집안일하기

가정용품 관리하기 및 타인 보조하기(d650-d669)

 d650 가정용품 관리하기

방에 페인트칠이나 벽지 바르기, 가구 수리, 배관 수리, 차량 정상작동 상태 점검, 식물에 

물주기, 반려동물과 가축의 털 손질하기와 먹이주기와 같이 놀이 도구, 집과 내부시설, 

의류, 차량과 보조기구를 포함한 가정용품과 기타 개인용품의 유지･보수하기 및 식물과 

동물 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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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 옷 만들기와 수선하기; 주거, 가구류 및 가전제품 유지･보수하기; 차량 유지･보수

하기; 보조장치 유지･보수하기; 실내외 식물과 동물 돌보기 

제외 : 주거 마련하기(d610); 상품 및 서비스획득(d620); 집안일 기(d640); 타인 보조하

기(d660); 유급 고용(d850) 

d6500 옷 만들기와 수선하기 

바느질하기, 옷을 만들거나 수선하기; 단추나 잠금장치를 다시 달기; 옷 다림질

하기, 신발류를 수선하고 닦기와 같이 옷을 만들고 수선하기 

제외 : 가전제품 사용하기(d6403) 

d6501 주거와 가구류 유지하기

페인트칠하기, 가구나 붙박이장 수리하기 및 수리에 필요한 연장 사용하기와 

같이 주거의 내･외부 및 시설물을 보수하고 관리하기

d6502 가전제품 유지하기

연장에 기름칠하고 보수하기와 세탁기를 유지･보수하는 것과 같이 요리용, 세

척용 및 수리용의 각종 가전제품을 보수하고 관리하기 

d6503 차량 유지하기

자전거, 수레, 자동차 및 보트를 포함한 개인용 동력 및 무동력 교통수단을 정

비하고 관리하기 

d6504 보조장치 유지하기 

의지, 보조기 및 집안일과 개인관리를 위한 특수 연장과 보조물과 같은 보조기

구를 보수하고 관리하기; 지팡이, 보행기, 휠체어 및 스쿠터와 같은 개인용 이

동 보조기구를 유지하고 보수하기; 의사소통과 레크리에이션 보조기구 유지･보

수하기

d6505 실내외 식물 돌보기

식물을 심어 물과 거름을 주는 것과 같이 실내외 식물 돌보기; 정원을 가꾸고 

개인용 식용식물 재배하기

d6506 동물 돌보기

반려동물에게 먹이 주기, 털 손질하기 및 운동시키는 것과 같이 가축과 반려동

물 돌보기; 가축과 반려동물의 건강 보살피기; 부재 시 가축이나 반려동물 돌보

기에 대한 계획세우기

d6508 기타 명시된 가정용품 관리하기

d6509 상세불명의 가정용품 관리하기

 d660 타인 보조하기

집 안팎에서 학습, 의사소통, 자기관리 및 이동을 위해 가족 구성원과 타인 보조하기; 

가족이나 타인의 웰빙에 대해 관심 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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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 자기관리, 이동, 의사소통, 대인관계, 영양 및 건강관리에 대해 타인 보조하기

제외 : 유급 고용(d850)

d6600 타인의 자기관리 보조하기

가족 구성원이나 타인의 식사, 목욕 및 옷 입기를 도와주는 것을 포함하여 자기

관리 보조하기; 몸이 아프거나 기본적인 자기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이나 

가족구성원 돌보기; 타인의 용변관리 돕기 

d6601 타인의 이동 보조하기 

동네, 시내, 통학, 출퇴근 또는 기타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과 같이 가족구성원

이나 타인이 집 밖으로 이동하는 것 보조하기 

d6602 타인의 의사소통 보조하기

말하기, 쓰기 또는 읽기를 도와주는 것과 같이 가족구성원이나 타인의 의사소

통 보조하기

d6603 타인의 대인관계 보조하기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거나 끝내는 것을 도와주는 것과 같이 가족구성원이나 

타인의 대인관계 형성 보조하기

d6604 타인의 영양관리 보조하기

식사를 준비하거나 식사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과 같이 가족구성원이나 타인의 

영양 관리 보조하기

d6605 타인의 건강관리 보조하기

아이가 정기검진을 받도록 하거나 연로한 친지가 필요한 약을 잘 복용하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이 공식･비공식적으로 가족구성원이나 타인의 건강관리 보조

하기 

d6608 기타 명시된 타인 보조하기 

d6609 상세불명의 타인 보조하기 

 d669 기타 명시된 가정용품 관리 및 타인 보조하기와 상세불명의 가정용품 관리 및 타인 보조

하기

 d698 기타 명시된 가정생활

 d699 상세불명의 가정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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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대인상호작용과 대인관계

본 장은 사람들(낯선 사람, 친구, 친척, 가족 및 애인) 사이에서 기본적이거나 복잡한 상호작용

에 필요한 행동과 과제를 상황에 적합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수행하기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인 대인상호작용(d710-d729)

 d710 기본적인 대인상호작용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거나 배려와 존중을 적절한 시기에 표현하는 것과 같이 상황에 적

합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하기 

포함 : 대인관계에서 존중, 온정, 감사 및 관용 표현하기; 대인관계에서 비판이나 사회적 

단서에 반응하기; 대인관계에서 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것 

d7100 대인관계에서 존중과 온정 

상황에 적합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배려와 존중에 대해 반응하기와 

표현하기

d7101 대인관계에서 감사

상황에 적합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만족과 고마움에 대해 반응하기

와 표현하기

d7102 대인관계에서 관용

상황에 적합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에 대한 이해와 수용에 대해 

반응하기와 표현하기 

d7103 대인관계에서 비판

암묵적이거나 명확한 의견 차이 또는 충돌에 대해 상황적이나 사회적으로 적절

한 방식으로 의견제시 및 대응하기

d7104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신호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신호나 힌트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기와 표현

하기

d7105 대인관계에서 신체접촉

상황에 적합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타인과의 신체 접촉에 대해 반응

하기와 표현하기 

d7106 친숙한 사람 구별

친숙한 사람에게 연락하기, 낮선 사람과 구별하기 및 적절한 방식으로 반응하

기와 같이 각 개인에게 차별적 반응 보이기

d7108 기타 명시된 기본적인 대인상호작용

d7109 상세불명의 기본적인 대인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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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720 복잡한 대인상호작용

감정과 충동 조절하기, 언어적 공격성과 신체적 공격성 통제하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하기 및 사회 규범과 관습에 따라 행동하기,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놀거

나 공부하거나 또는 일할 때와 같이 상황에 적합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타인

과의 상호작용 유지하기와 관리하기

포함 : 대인관계 형성하기와 끝내기; 상호작용하는 동안 행동 조절하기; 사회 규범에 따

라 상호작용하기;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d7200 대인관계 형성하기 

자기 소개하기, 친구 관계나 직업적 관계를 탐색하여 형성하기, 영구적이거나, 

연인관계 또는 친밀한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관계를 시작하기와 같이 상황에 

맞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단기간 또는 장기간 타인과의 상호작용 시작

하기와 유지하기 

d7201 대인관계 끝내기

방문을 마칠 때 방문 동안 형성되었던 일시적인 관계 끝내기, 새로운 도시로 

이사 가는 친구와 장기간 형성된 관계 끝내기 또는 직장 동료, 사업 동료 및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관계 끝내기 및 연인이나 친밀한 관계를 끝내는 것과 같

이 상황에 적합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관계를 끝내기 위한 상호작용

하기

d7202 상호작용 내에서 행동 조절하기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상황에 맞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감정과 충동, 

언어적 및 신체적 공격성 조절하기 

d7203 사회 규범에 맞는 상호작용하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타인과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역할, 

지위 또는 사회적 위치에 맞게 사회적 관습 준수하기

d7204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사회･문화･상황에 맞게 자신과 타인과의 거리 인식하기와 유지하기

d7208 기타 명시된 복잡한 대인상호작용 

d7209 상세불명의 복잡한 대인상호작용

 d729 기타 명시된 일반적 대인상호작용 및 상세불명의 일반적 대인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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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대인관계(d730-d779)

 d730 낯선 사람과 관계 맺기

정보를 구하거나 길을 묻거나 물건을 구매할 때와 같이 특정 목적으로 낯선 사람과 일시

적인 관계 형성하기

 

 d740 공식적인 관계

교사, 고용주, 전문가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와 같이 공식적인 장소에서 특정한 

관계 형성하기와 유지하기

포함 : 지위가 높은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및 동등 지위에 있는 사람과 관계 맺기 

d7400 지위가 높은 사람과 관계 맺기

고용주와 같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보다 상대적으로 권력이 있거나 상위 직급 

또는 권위가 높은 사람들과 공식적인 관계 형성하기와 유지하기

d7401 지위가 낮은 사람과 관계 맺기

고용인이나 종업원과 같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보다 상대적으로 하위 직급 또는 

권위가 낮은 사람들과 공식적인 관계 형성하기와 유지하기

d7402 동등 지위에 있는 사람과 관계 맺기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권위, 직급 또는 권력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공식적인 관계 형성하기와 유지하기

d7408 기타 명시된 공식적인 관계

d7409 상세불명의 공식적인 관계 

 

 d750 비공식적인 사회적 관계

같은 지역사회 또는 거주지에 사는 사람들이나 동료, 학생, 친구 또는 유사한 배경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관계와 같이 타인과 관계 형성하기 

포함 : 친구, 이웃, 지인, 공동거주자 및 동료들과의 비공식적 관계

d7500 친구와의 비공식적 관계 

상호 존중과 공동 관심사를 특징으로 하는 친구와 관계 형성하기와 유지하기 

d7501 이웃과의 비공식적 관계 

인근 거주지나 생활권에서 거주하는 사람들과 비공식적 관계 형성하기와 유지

하기

d7502 지인과의 비공식적 관계

안면은 있으나 친한 친구는 아닌 사람들과 비공식적 관계 형성하기와 유지하기 

d7503 공동거주자와의 비공식적 관계

어떤 목적으로든 사적 또는 공적으로 운영되는 주택이나 기타 주거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과 관계 형성하기와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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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504 동료와의 비공식적 관계

연령, 관심사 또는 기타 특징이 같은 사람들과 관계 형성하기와 유지하기

d7508 기타 명시된 비공식적인 사회적 관계 

d7509 상세불명의 비공식적인 사회적 관계

 d760 가족관계 

핵가족, 대가족, 위탁이나 입양 및 재혼으로 형성된 친족관계 및 6촌이나 법적 후견인과 

같이 보다 관계가 먼 구성원들과 관계 형성하기와 유지하기 

포함 :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 자녀로서 부모와의 관계, 형제 및 대가족 관계

d7600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 

자녀를 출산하여 부모로서 관계를 맺거나, 입양아동과 부모로서 관계를 형성하

고 유지하기 및 친자녀나 입양아에게 신체적, 지적 및 정서적 양육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친자녀와 입양아의 부모 되기

d7601 자녀로서 부모와의 관계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거나 성인이 된 자녀가 나이든 부모를 봉양하는 

것과 같이 부모와 관계 형성하기와 유지하기 

d7602 형제자매관계

출생, 양육 또는 결혼에 의해 한 쪽 부모나 양쪽 부모가 같은 사람과 형제자매 

관계 형성하기와 유지하기 

d7603 대가족관계

사촌, 숙모, 삼촌 및 조부모와 같이 대가족 구성원들과 가족관계 형성하기와 유

지하기 

d7608 기타 명시된 가족관계

d7609 상세불명의 가족관계 

 d770 친밀한 관계

남편과 부인, 연인 또는 성 파트너와 같이 개인 간에 친밀하거나 낭만적인 관계 형성하기

와 유지하기

포함 : 연인 관계, 배우자 관계 및 성적 관계

d7700 연인관계 

장기간 친밀한 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정서적･신체적 매력을 기반으로 

한 관계 형성하기와 유지하기

d7701 배우자관계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 또는 미혼인 상태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법적으로 결혼상

태에 있는 것과 같이 상대자와 법적으로 친밀한 관계 형성하기와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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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702 성적관계 

배우자나 기타 상대자와 성적인 관계 형성하기와 유지하기 

d7708 기타 명시된 친밀한 관계

d7709 상세불명의 친밀한 관계 

 d779 기타 명시된 구체적인 대인관계 및 상세불명의 구체적인 대인관계

 d798 기타 명시된 대인상호작용과 대인관계

 d799 상세불명의 대인상호작용과 대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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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주요 생활영역

본 장은 교육, 직업 및 고용에 참여하거나 경제거래 시 필요한 과제와 행위 수행하기에 대한 

것이다.

교육(d810-d839)

 d810 비공식적인 교육 

부모나 가족구성원 또는 홈스쿨링을 통해 공예나 각종 기술을 배우는 것과 같이 가정이

나 비제도적 환경에서 학습하기

 d815 유아교육

취학 준비로서 보육시설이나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기술을 습득하는 것과 같이 아이에게 

학교와 유사한 환경을 접하게 하여 의무교육 준비를 위해 고안되고 체계화된 교육의 초

기 수준으로 학습하기

 d820 학교교육

정규적으로 출석하기, 타 학생과 협동하기, 교사의 지도 받기, 제출된 과제나 프로젝트를 

조직화하고 학습하여 완성하기 및 다음 단계로 진급하는 것을 포함하여 학교입학허가 

받기, 교육 받기, 각종 학교 관련 의무나 특권 누리기, 초･중등 교육 프로그램에 있는 

교재, 교과목 및 기타 요구되는 교육과정을 학습하기

 d825 직업 훈련하기

각종 직업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기 및 사업이나 직장, 전문직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와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을 학습하기

 d830 고등교육

대학에서 학사학위나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거나, 의과대학이나 기타 전문 대학원 과정

을 이수하는 것과 같이 대학교, 전문대학, 전문 대학원에서 고등교육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기와 학위, 수료증, 자격증 및 기타 인증서를 취득하기 위해 각종 교육과정을 학습

하기

 d835 교육생활

클럽, 스포츠단체, 관련 시민단체(예: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과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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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제도적으로 조직화된 활동을 포함하여 대학 및 학교 관련 협회와 같은 교육기관 활동

에 다방면으로 참여하기

 d839 기타 명시된 교육 및 상세불명의 교육

일과 고용(d840-d859)

 d840 견습과정(취업 준비)

견습, 수련, 수습 및 연수 교육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과 같이 취업 준비와 

관련 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제외 : 직업 훈련(d825)

 d845 구직하기, 근속하기 및 퇴직하기

구직, 직업 탐색 및 선택하기,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고용조건을 수락하기, 취직, 사업, 

일반직 또는 전문 직종에 근속하기와 승진하기 및 적절한 방법으로 퇴직하기 

포함 : 구직하기; 이력서나 경력서 준비하기; 고용주와 연락 및 인터뷰 준비하기; 근속하

기; 자신의 업무 실적 점검하기; 퇴직이나 이직 통보하기; 퇴직하기

d8450 구직하기

취직, 사업, 전문직 또는 기타 형태의 취업 자리를 정하거나 선택하기 및 고용

처를 방문하거나 취업 면접에 참여하기와 같이 취업에 필요한 과정 수행하기

d8451 근속하기

직업, 사업, 전문직 또는 기타 형태의 취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관련 업

무 수행하기 및 직장에서 승진이나 기타 발전의 기회 획득하기

d8452 퇴직하기

적절한 방법으로 일을 그만두거나 직장을 떠나기

d8458 기타 명시된 구직하기, 근속하기 및 퇴직하기

d8459 상세불명의 구직하기, 근속하기 및 퇴직하기

 d850 유급고용

구직하기, 취업하기, 직장에서 요구하는 업무 수행하기, 정시에 출근하기, 다른 근로자를 

관리하거나 관리 받기 및 개인이나 집단으로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같이 고용

인, 정규직 또는 시간제, 자영업자로서 일반직, 사업, 전문직 또는 기타 형태의 직장을 

다니는 동안 보수를 받고 직업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참여하기 

포함 : 자영업, 시간제 및 정규직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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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500 자영업

이동식 농업종사, 프리랜서 작가나 상담가 종사, 단기계약 업무, 예술가나 공예

가, 개인 소유의 가게나 기타 사업을 경영하는 것과 같이 공식적인 고용관계 

없이 개인의 노력이나 생산 또는 다른 사람과 계약한 유급 노동에 참여하기 

제외 : 시간제 및 정규직 고용(d8501, d8502) 

d8501 시간제 고용 

구직하기, 취업하기, 직장에서 요구하는 업무 수행하기, 정시에 출근하기, 다른 

근로자를 관리하거나 관리 받기 및 개인이나 집단 내에서 요구되는 업무 수행

하기와 같이 고용인으로서 시간제에 기준하여 보수를 받고 모든 측면의 근로에 

참여하기

d8502 정규직 고용

구직하기, 취업하기, 직장에서 요구하는 업무 수행하기, 정시에 출근하기, 다른 

근로자를 관리하거나 관리 받기 및 개인이나 집단으로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

는 것과 같이 고용인으로서 정규직에 기준하여 보수를 받고 모든 측면의 근로

에 참여하기

d8508 기타 명시된 유급 고용

d8509 상세불명의 유급 고용

 d855 무급고용

자원봉사 활동, 자선 활동, 보수 없이 공동체나 종교 단체에서의 활동, 보수 없이 집에서 

일하는 것과 같이 조직화된 근로 활동, 직장에서 요구하는 업무 수행하기, 정시에 출근하

기, 다른 근로자를 관리하거나 관리 받기 및 개인이나 집단으로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

는 것을 포함하여 정규직 또는 시간제로 보수 없이 직업생활의 모든 측면에 참여하기

제외 : 6장의 가정생활

 d859 기타 명시된 일과 고용 및 상세불명의 일과 고용

경제생활(d860-879)

 d860 기본적인 경제거래

돈으로 식료품을 구매하거나 물물 교환하기, 재화나 용역을 교환하기 또는 저축하기와 

같이 모든 단순한 경제 거래에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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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865 복잡한 경제거래

사업체, 공장 또는 시설 장비 매입하기, 은행계좌 관리하기 또는 재화 거래하기와 같이 

자본이나 부동산 교환, 수익이나 경제적 가치 창출과 연관된 모든 복잡한 경제거래에 참

여하기

 d870 경제적 자립

현재와 미래의 요구에 대한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사적 또는 공적 출처에서 경제 

자원에 대한 권한 가지기

포함 : 사적 경제 자원 및 공적 경제 권한 

d8700 사적 경제자원 

현재나 미래의 요구에 대한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이나 사적 경제 

자원에 대한 권한 가지기

d8701 공적 경제권한 

현재나 미래의 요구에 대한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공적 경제자원에 대

한 권한 가지기

d8708 기타 명시된 경제적 자립 

d8709 상세불명의 경제적 자립

 d879 기타 명시된 경제적 생활 및 상세불명의 경제적 생활

 d898 기타 명시된 주된 삶의 영역

 d899 상세불명의 삶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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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지역사회생활, 사회생활 및 시민생활

본 장은 지역사회, 사회 및 시민생활영역에서 가정생활을 벗어나 조직화된 사회생활 참여에 필

요한 행위나 과제에 대한 것이다. 

 d910 지역사회생활 

자선단체, 봉사 동호회 또는 전문사회기관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지역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참여하기

포함 : 비공식적 단체 및 공식적 단체; 의식 

제외 : 무급고용(d855); 레크리에이션과 여가(d920); 종교 및 영성(d930); 정치 생활 및 

시민권(d950) 

d9100 비공식적 단체

지역사회 동호회나 민족 집단과 같이 공동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조직한 사

회단체 또는 지역사회 단체에 참여하기

d9101 공식적 단체

법률단체, 의사단체 또는 여러 학술단체와 같이 전문적이거나 회원제의 사회단

체에 참여하기

d9102 의식

결혼식, 장례식 또는 입회식과 같이 비종교적 의식이나 사회적 의례의식에 참

여하기

d9108 기타 명시된 지역사회생활

d9109 상세불명의 지역사회생활

 d920 레크리에이션과 여가

비공식적이거나 조직화된 게임과 스포츠에 참여하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휴

식하기, 오락이나 기분 전환하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또는 극장에 가기; 공예나 취미 

활동하기, 독서 즐기기, 악기 연주하기; 즐거움을 위한 유람, 관광 및 여행하기와 같이 

각종 놀이, 레크리에이션 또는 여가 활동에 참여하기

포함 : 놀이, 스포츠, 예술과 문화, 공예, 취미 및 사교 

제외 : 교통수단으로 동물에 타기(d480); 유급 및 무급고용(d850과 d855); 종교 및 영

성(d930); 정치생활 및 시민권(d950) 

d9200 놀이

체스나 카드놀이를 하거나 아이들의 놀이와 같이 규칙이 있는 게임 또는 비체

계적이거나 비조직화된 게임 및 즉흥적인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기



154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

d9201 스포츠

볼링, 체조 또는 축구와 같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수행하는 경쟁에 참여하기와 

비공식적이거나 공식적으로 조직화된 게임이나 운동경기에 참여하기

d9202 예술과 문화

즐거움을 위해 극장, 영화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관람하거나 연극활동, 독서, 

낭독 듣기, 춤추기, 노래부르기 또는 악기 연주하기와 같이 미술이나 문화 행사

에 참여하기 또는 감상하기

d9203 공예

도예나 뜨개질과 같은 수공예 활동에 참여하기

d9204 취미

우표, 동전 또는 골동품을 수집하는 것과 같은 취미 활동에 참여하기

d9205 사교

친구나 친척을 방문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비공식적이거나 일상적인 모임에 참여하기

d9208 기타 명시된 레크리에이션과 여가

d9209 상세불명의 레크리에이션과 여가

 d930 종교 및 영성

교회, 절, 회교사원 또는 유대교 회당에 참석하기, 종교적 목적으로 기도 또는 찬송하기 

및 종교적 명상과 같이 종교나 영적 활동, 자기수행을 위한 조직화 및 생활화에 참여하

기, 종교적 또는 영적 가치나 의미 발견하기 및 신적 권능과의 연결에 참여하기

포함 : 조직화 된 종교 및 영성 

d9300 조직화된 종교 

조직화된 종교 의식, 활동 및 행사에 참여하기 

d9301 영성

조직화된 종교 외에 영적 활동 및 행사에 참여하기 

d9308 기타 명시된 종교 및 영성

d9309 상세불명의 종교 및 영성 

 d940 인권

유엔 세계인권선언(1948)과 유엔 장애인기회균등에 대한 표준규칙(1993); 유엔 아동권

리협약(1989)에 의해 인정된 인권과 같이 인류에 대한 미덕으로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국내･외에서 인정된 모든 권리 행사하기; 자결권 또는 자주권 행사하기;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권리 행사하기

제외 : 정치생활 및 시민권(d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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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950 정치생활 및 시민권

투표권, 선거 출마권, 정치조직 형성권; 시민권과 관련된 권리와 자유 누리기(예: 언론의 

자유, 단체결성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불합리한 가택 수색 및 압류 거부에 대한 보호권, 

변호사 선임권, 재판권 및 기타 법적 권리와 차별 거부에 대한 보호권); 시민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는 것과 같이 시민으로서 사회, 정치 및 행정에 참여하기, 시민으로서 법적 신

분을 가지고 그 역할과 연관된 권리와 특권 누리기, 보호 받을 권리 및 의무 수행하기 

제외 : 인권(d940)

 d998 기타 명시된 지역사회생활, 사회생활 및 시민생활 

 d999 상세불명의 지역사회생활, 사회생활 및 시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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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요인

정의 : 환경요인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삶을 수행하는 데 있어 물리적, 사회적 및 태도적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다.

환경요인의 코드화

환경요인은 분류의 제2부(배경요인) 구성요소이다. 환경요인은 기능수행의 각 구성요소에 맞게 

고려하여 코드화해야 한다(부록 2 참조).

환경요인은 설명하고자 하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코드화한다. 예를 들어, 점자가 

없는 도로경계석은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촉진요인으로 코드화되지만 시각이 소실된 사람에게는 

장해요인으로 코드화된다. 

제 1 분류척도의 각 요인은 촉진 또는 장해로서의 정도를 나타낸다. 환경요인이 왜 촉진요인이

나 장해요인이 되며 또한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촉진요인의 경우, 코드화 

하는 사람은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그 접근이 일정한지 가변적인지, 질적으로 좋은지 나쁜지 등의 

사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장해요인으로 코드화할 때는 각 요인이 개인에게 얼마나 자주 방해

가 되는지, 방해 정도가 큰지 작은지 또는 피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이 있다. 또한 환경요인은 

그 요인의 존재(예: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 또는 부재(예: 필요한 서비스 이용의 불가능)로 

인해 모두 장해요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의 건강상태에 따라 환경요인이 그 사람

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향후 연구가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

고, 요인들에 대한 제 2 분류척도의 유용성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우에 따라서 가난, 개발, 도시나 농촌 상황, 사회자본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환경요인들이 

하나의 용어로 요약된다. 요약된 용어는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코드화하는 사람이 구성요

인을 분리하여 코드화해야 한다. 각각의 요약된 용어를 구성하는 환경요인들이 명확하고 일관적

인 분류 세트로 가능한지 결정하기 위해 앞으로의 연구들이 또한 필요하다. 

제 1 분류척도

다음은 환경요인이 장해요인 또는 촉진요인으로서 작용하는 정도에 대한 부정과 긍정에 대한 

분류척도이다. 다음과 같이 점이나 분리표시만 있으면 장해요인을 의미하고, (+)는 촉진요인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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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0 장해요인 없음 (없음, 부재, 무시해도 될 정도의,…..) 0-4% 

xxx.1 가벼운 장해요인 (약간, 낮은) 5-24%

xxx.2 중간 정도의 장해요인 (중간, 중) 24-49%

xxx.3 심한 장해요인 (높은, 극심한) 50-95%

xxx.4 극심한 장해요인 (전체의) 96-100%

xxx+0 촉진요인 없음 (없음, 부재, 무시해도 될 정도의,….) 0-4% 

xxx+1 약간의 촉진요인 (약간, 낮은) 5-24%

xxx+2 중간 정도의 촉진요인 (중간, 중) 24-49%

xxx+3 상당한 촉진요인 (높은, 극심한) 50-95%

xxx+4 완전한 촉진요인 (전체의) 96-100%

xxx.8 상세불명의 장해요인

xxx+8 상세불명의 촉진요인

xxx.9 해당 없음

환경에서 환경요인의 장해요인 또는 촉진요인의 정도를 수치화 할 수 있는 측정도구나 기타 표

준을 보정하는 경우에 백분율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해요인이 없음” 또는 “완전한 장해

요인”으로 코드화했을 때, 이 척도는 최대 5%의 오차범위를 가진다. “중간 정도의 장해요인”은 

일반적으로 완전한 장해요인 척도의 최대 절반까지를 의미한다. 백분율은 모집단 표준에 대한 각

각의 다른 영역을 백분위수로 표시한다. 이러한 수치화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연구를 

통한 평가 절차 개발이 필요하다.

제 2 분류척도: 개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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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제품과 기술

본 장은 개인의 주변 환경에서 창조, 생산, 또는 제조된 천연이나 인공생산물 또는 제품, 장비 

및 기술 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기술 지원에 대한 ISO 9999 분류는 이를 “장애를 예방, 보완, 

점검, 완화 또는 상쇄하기 위해 특별히 생산되거나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장애인이 사용하는 

제품, 도구, 장비, 또는 기술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떠한 제품이나 기술이라도 유용한 것으

로 인정한다(ISO 9999: 장애인을 위한 기술 지원 - 분류, 2차 개정판, ISO/TC 173/SC 2; 

ISO/DIS 9999 개정판 참조). 그러나 ICF의 환경요인에서 보조 제품 및 기술은 장애인의 기능수

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맞춤형이나 특수 설계된 제품, 도구, 장비 또는 기술로 보다 협의적으로 

정의된다.

 e110 개인 소비용 제품이나 물질

식용으로 수확, 가공 또는 제조된 모든 천연이나 인공제품 또는 물질

포함 : 식품(모유 포함), 음료 및 약품

e1100 식품

날것, 가공되고 조리된 음식 및 다양한 농도의 액체, 약초와 미네랄(비타민과 

기타 보충제)과 같이 소비하기 위해 수확, 가공, 제조된 모든 천연이나 인공제

품 또는 물질

e1101 약품

대증요법 및 자연요법 약제와 같이 의료목적으로 수확, 가공, 제조된 천연이나 

인공제품 또는 물질

e1108 기타 명시된 개인소비용 제품이나 물질

e1109 상세불명의 개인소비용 제품이나 물질

 e115 개인용 일상생활 제품과 기술

맞춤형이나 특수 설계되어 사용자에게 삽입, 착용 또는 사용자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포

함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장비, 제품 및 기술

포함 : 개인용 일반제품과 보조제품 및 기술

제외 : 개인의 실내외 이동과 수송용 제품 및 기술(e120); 의사소통용 제품과 기술

(e125)

e1150 개인용 일상생활 일반 제품과 기술

의복, 직물, 가구, 가전제품, 청소용품 및 연장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장비, 제품 및 기술로서 맞춤형이나 특수 설계된 것은 제외함

e1151 개인용 일상생활 보조제품과 기술

의지와 보조기, 신경계 인공장치물(예: 장, 방광, 호흡률과 심박률을 조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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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자극장치)과 개인의 실내 환경조절 촉진을 위한 환경조절장치(스캐너, 

원격조절 시스템, 음성제어시스템, 타이머 스위치)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개인을 

보조하기 위해 맞춤형이나 특수 설계된 장비, 제품 및 기술 

e1158 기타 명시된 개인용 일상생활 제품과 기술

e1159 상세불명의 개인용 일상생활 제품과 기술

 e120 개인의 실내외 이동과 수송용 제품 및 기술

건물 안팎으로 이동할 때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맞춤형 또는 특수 설계되어 사용자에게 

삽입, 착용 또는 사용자 주변에 배치하는 장비, 제품 및 기술

포함 : 개인의 실내외 이동과 수송용 일반제품과 보조제품 및 기술

e1200 개인의 실내외 이동과 수송용 일반제품 및 기술

육상, 해상 및 상공을 통해 사람을 수송하는 데 사용되는 동력과 무동력 교통수

단(예: 버스, 자동차, 승합차, 기타 동력으로 움직이는 교통수단과 동물을 동력

원으로 사용하는 수송수단)과 같이 건물 안팎으로 이동하는 활동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장비, 제품 및 기술로서 맞춤형이나 특수 설계 된 것은 제외함

e1201 개인의 실내외 이동과 수송용 보조제품 및 기술

보행장치, 특수 자동차와 승합차, 맞춤형 차량과 휠체어, 스쿠터 및 이동 장치

와 같이 사람들이 건물 안팎으로의 이동을 보조하는 맞춤형이나 특수 설계 된 

장비, 제품 및 기술

e1208 기타 명시된 개인의 실내외 이동과 수송용 제품 및 기술

e1209 상세불명의 개인의 실내외 이동과 수송용 제품 및 기술

 e125 의사소통용 제품과 기술

맞춤형이나 특수 설계되어 사용자에게 삽입, 착용 또는 사용자 주변에 배치하는 것들을 

포함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활동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장비, 제품 및 기술

포함 : 의사소통용 일반제품과 보조제품 및 기술

e1250 의사소통용 일반제품과 기술

시각과 청각 장치, 녹음기와 수신기, 텔레비전과 비디오 장치, 통화 장치, 음향

전송 시스템과 대면의사소통장치와 같이 정보를 주고받는 활동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장비, 제품 및 기술로서 맞춤형이나 특수 설계 된 것은 제외함 

e1251 의사소통용 보조제품과 기술

특수 시각장치, 전자시각장치, 특수기록장치, 제도 또는 필기장치, 신호시스템 

및 특수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인공달팽이관, 보청기, FM청각훈련기, 

음성보조장치, 의사소통판, 안경과 콘택트렌즈와 같이 정보를 주고받도록 사람

들을 보조하는 맞춤형이나 특수설계 된 장비, 제품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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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258 기타 명시된 의사소통용 제품과 기술

e1259 상세불명의 의사소통용 제품과 기술

 e130 교육용 제품과 기술

맞춤형이나 특수 설계된 것을 포함하여 지식, 전문성 또는 기술 습득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 제품, 공정, 방법 및 기술 

포함 : 교육용 일반제품과 보조제품 및 기술

e1300 교육용 일반제품과 기술

책, 사용 설명서, 교육용 장난감,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이 모

든 수준의 지식, 전문성 또는 기술 습득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 제품, 공정, 방

법 및 기술로서 맞춤형이나 특수 설계된 것은 제외함 

e1301 교육용 보조제품과 기술

특수한 컴퓨터 기술과 같이 지식, 전문성 또는 기술 습득을 위해 사용되는 맞춤

형이나 특수 설계된 장비, 제품, 공정, 방법 및 기술

e1308 기타 명시된 교육용 제품과 기술

e1309 상세불명의 교육용 제품과 기술

 e135 작업용 제품과 기술

작업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업무에 사용되는 장비, 제품 및 기술

포함 : 작업용 일반제품과 보조제품 및 기술

e1350 작업용 일반제품과 기술

연장, 기기, 사무기기와 같이 작업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업무에 사용되는 

장비, 제품 및 기술로서 맞춤형이나 특수 설계된 것은 제외함

e1351 작업용 보조제품과 기술

높낮이 조절 테이블, 책상 및 서류함; 원격조절 사무실 출입문; 개인의 작업 관

련 업무 수행을 용이하게 하고 작업환경 조절(예, 스캐너, 원격조절 시스템, 음

성제어시스템, 타이머 스위치)을 위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속품 및 

환경조절 장치와 같이 작업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업무에 사용되는 맞춤형

이나 특수 설계된 장비, 제품 및 기술

e1358 기타 명시된 작업용 제품과 기술

e1359 상세불명의 작업용 제품과 기술

 e140 문화, 여가활동 및 스포츠용 제품과 기술

맞춤형이나 특수 설계된 것을 포함하여 문화, 여가활동 및 스포츠 활동 수행과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 제품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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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 문화, 여가활동 및 스포츠용 일반제품과 보조제품 및 기술

e1400 문화, 여가활동 및 스포츠용 일반제품과 기술

장난감, 스키장비, 테니스 공, 악기와 같이 문화, 여가 및 스포츠 활동 수행과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 제품 및 기술로서 맞춤형이나 특수 설계된 것은 

제외함

e1401 문화, 여가활동 및 스포츠용 보조제품과 기술

개조된 스포츠용 이동장치, 연주 및 기타 예술행위를 위한 맞춤형 장치와 같이 

문화, 여가 및 스포츠 활동 수행과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맞춤형이나 특수 설계

된 장비, 제품 및 기술

e1408 기타 명시된 문화, 여가활동 및 스포츠용 보조제품과 기술

e1409 상세불명의 문화, 여가활동 및 스포츠용 보조제품과 기술

 e145 종교와 영적 의식용 제품과 기술

맞춤형이나 특수 설계된 것을 포함하여 종교나 영적 의식에서 사용하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가지는 것으로 고유한 제품 또는 대량생산 제품 및 기술 

포함 : 종교와 영적 의식용 일반적인 제품과 보조제품 및 기술

e1450 종교와 영적 의식용 일반적인 제품과 기술

성전, 축제탑, 미사보, 면보, 십자가상, 촛대 및 기도용 매트와 같이 종교나 영

적 의식에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가지는 것으로 고유한 제품 또는 대량

생산 제품과 기술로서 맞춤형이나 특수 설계된 것은 제외함

e1451 종교와 영적 의식용 보조제품과 기술

점자성서, 점자타로카드, 성전 출입 시 사용하는 휠체어 바퀴 특수보호장치와 

같이 종교나 영적 의식에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가지는 것으로 고유한 

제품 또는 대량생산 제품 및 기술

e1458 기타 명시된 종교와 영적 의식용 제품과 기술

e1459 상세불명의 종교와 영적 의식용 제품과 기술

 e150 공용 건물의 설계, 시공과 건축물 및 기술

맞춤형이나 특수설계된 것을 포함하여 공용을 목적으로 기획, 설계 및 시공된 실내외 인

공환경을 구성하는 제품과 기술

포함 : 출입구, 편의시설 및 동선에 대한 설계, 시공과 건축물 및 기술

e1500 공용 건물 출입에 대한 설계, 시공과 건축물 및 기술

공용 건물(예, 직장, 상가 및 극장)의 출입구, 공공건물, 이동식 및 고정식 경사

로, 자동문, 레버손잡이와 턱없는 출입구와 같이 공용을 목적으로 기획, 설계 

및 시공된 인공 환경의 출입구에 대한 제품과 기술



162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

e1501 공용 건물 내 편의시설의 접근성을 위한 설계, 시공과 건축물 및 기술

화장실 시설, 전화, 오디오 시설, 리프트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온도조절

장치 및 공연장이나 경기장에 분산되어 있는 장애인 객석과 같이 공용을 목적

으로 설계, 건축과 시공에서 사용하는 실내 편의시설의 제품과 기술 

e1502 공용 건물 내 안내표지, 경로 및 위치 파악을 위한 설계, 시공과 건축물 및 기술

점자나 문자 표지판, 복도 폭, 바닥 면, 접근이 쉬운 안내소와 기타 형태의 안내

도와 같이 사람들이 건물 진입동선과 최단거리 대피동선을 찾고 원하는 장소로 

쉽게 가도록 하기 위해 공용건물의 설계, 건축과 시공에 사용되는 실내외 제품

과 기술

e1503 공용 건물에서 사람의 신체적 안전을 고려한 설계, 시공과 건축물 및 기술

침대난간, 비상신호와 같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용의 실내외 제품과 기술

e1508 기타 명시된 공용건물의 설계, 시공과 건축물 및 기술

e1509 상세불명의 공용건물의 설계, 시공과 건축물 및 기술

 e155 개인용 건물의 설계, 시공과 건축물 및 기술

맞춤형이나 특수설계된 것을 포함하여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기획, 설계 및 시공된(예: 

집, 주거지) 실내외 인공환경을 구성하는 제품과 기술

포함 : 출입구, 편의시설 및 동선에 대한 설계, 시공과 건축물 및 기술

e1550 개인용 건물 출입에 대한 설계, 시공과 건축물 및 기술

개인주택의 출입구, 이동식 및 고정식 경사로, 자동문, 레버손잡이와 턱없는 출

입구와 같이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기획, 설계 및 시공된 인공 환경의 출입구 

제품 및 기술

e1551 개인용 건물 내 편의시설의 접근성을 위한 설계, 시공과 건축물 및 기술

개인용 주택에 있는 화장실 시설, 전화, 오디오 시설, 주방수납장, 가전제품 및 

전기제어장치와 같이 건물내부 설계, 건축 및 건설과 관련된 제품 및 기술

e1552 개인용 건물 내 안내표지, 경로 및 위치 파악을 위한 설계, 시공과 건축물 및 기술

점자나 문자 표지판, 복도 폭, 바닥 면, 접근 용이한 안내소와 기타 형태의 안내

도와 같이 사람들이 건물 진입동선과 최단 피난동선을 찾고 원하는 장소로 가

기 용이하게 하는 개인용을 목적으로 설계, 건축 및 시공에 사용되는 실내외 

제품과 기술

e1553 개인용 건물 내 인명의 신체적 안전을 위한 설계, 시공과 건축물 및 기술

난간, 긴급신호, 위험물(예: 총기)이나 위험물질(예: 용제, 살충제)의 안전한 보

관과 같이 안전 보장을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실내외 제품과 기술 

e1558 기타 명시된 개인용 건물의 설계, 시공과 건축물 및 기술

e1559 상세불명의 개인용 건물의 설계, 시공과 건축물 및 기술



Ⅳ. 상세분류와 정의 163

 e160 토지개발에 대한 제품과 기술

맞춤형이나 특수설계된 것을 포함하여 토지 사용 정책 시행, 설계, 공간 계획 및 개발을 

통해 개인의 실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분야의 제품과 기술

포함 : 농촌지역, 교외지역, 도시지역, 공원, 자연보호지역과 야생동물 보호지역과 같은 

토지이용 정책의 시행에 의해 지정된 토지에 대한 제품과 기술

e1600 농촌토지 개발에 대한 제품과 기술

농지, 소로 및 도로표지판과 같이 농지이용 정책 시행, 설계, 공간계획 및 개발

을 통해 개인의 실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농촌토지 분야에 대한 제품과 기술

e1601 교외토지 개발에 대한 제품과 기술

도로경계석, 소로, 도로표지판 및 가로등과 같은 교외토지 이용 정책 시행, 설

계, 공간계획 및 개발을 통해 개인의 외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교외토지 분야

에 대한 제품과 기술

e1602 도시토지 개발에 대한 제품과 기술

도로경계석, 경사로, 도로표지판 및 가로등과 같이 도시토지 이용 정책 시행, 

설계, 공간계획 및 개발을 통해 개인의 실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토지 

분야에 대한 제품과 기술

e1603 공원, 자연보호지역 및 야생동물 보호지역에 대한 제품과 기술

공원 표지판과 야생동물 탐사로와 같이 토지 이용 정책 시행, 설계, 공간계획 

및 개발을 통해 개인의 실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원, 자연보호지역 및 야생

동물 보호지역을 조성하는 토지 분야에 대한 제품과 기술

e1608 기타 명시된 토지개발에 대한 제품과 기술

e1609 상세불명의 토지개발에 대한 제품과 기술

 e165 자산

개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가진 금전, 상품, 부동산 및 기타 금전적 가치물과 같

이 경제적 거래에 대한 제품 또는 물건 

포함 : 유형과 무형 제품 및 상품, 금융자산

e1650 금융자산

노동, 자본재 및 서비스에 대한 매체 역할을 하는 금전과 기타 금융증서와 같은 제품

e1651 유형자산

노동, 자본재 및 서비스에 대한 매체 역할을 하는 주택과 토지, 의복, 음식 및 

공산품과 같은 제품 또는 물건

e1652 무형자산

노동, 자본재 및 서비스에 대한 매체 역할을 하는 지적재산, 지식 및 기술과 같

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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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658 기타 명시된 자산

e1659 상세불명의 자산

 e198 기타 명시된 제품과 기술

 e199 상세불명의 제품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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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자연환경과 인공환경 변화

본 장은 자연이나 물리적 환경의 생물과 무생물 요소와 그 환경내의 거주자 특성을 포함하여 

인위적으로 변화된 환경요인에 대한 것이다. 

 e210 자연지리

지형과 수계의 특징

포함 : 산악학(고도를 포함하여 기복, 지질, 평지 및 지형)과 수로학(호수, 강, 바다와 같

은 수계)내에 포함되는 지리적 특징

e2100 지형

산, 언덕, 계곡 및 평야와 같은 지형의 특징

e2101 수계

호수, 댐, 강 및 시내와 같은 수계의 특징

e2108 기타 명시된 자연지리

e2109 상세불명의 자연지리

 e215 인구

동일한 환경 적응패턴을 공유하며 주어진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포함 : 인구통계학적 변화; 인구밀도

e2150 인구통계학적 변화

출생, 사망, 인구의 노령화 및 이주로 인해 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총 인구수의 

구성 및 변화와 같이 사람들의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변화

e2151 인구밀도

고밀도, 저밀도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는 각 토지구역 단위당 인구수

e2158 기타 명시된 인구

e2159 상세불명의 인구

 e220 식물상과 동물상

식물과 동물

제외 : 가축(e350); 인구(e215)

e2200 식물

나무, 꽃, 관목 및 덩굴식물과 같이 특징적으로 배를 생성하고, 엽록체를 함유하

며, 섬유성 세포벽을 가진 이동 능력이 없는 다양한 진핵 다세포 식물성 유기체

e2201 동물

야생동물이나 사육동물, 파충류, 조류, 어류 및 포유류와 같이 이동 능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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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광합성 대사를 하며, 자극에 뚜렷이 반응하고, 제한된 성장 및 정해진 신

체적 구조와 같이 명확한 전형적인 특징들이 식물과는 다른 다세포 동물성 유

기체

제외 : 자산(e165); 가축(e350)

e2208 기타 명시된 식물상과 동물상

e2209 상세불명의 식물상과 동물상

 e225 기후

날씨와 같이 기상학적인 특징과 현상

포함 : 기온, 습도, 기압, 강수량, 바람 및 계절변화

e2250 기온

고온, 저온, 정상 또는 이상기온과 같이 덥거나 추운 정도

e2251 습도

낮은 습도 또는 높은 습도와 같이 대기의 습한 정도

e2252 기압

해발 고도 또는 기상조건과 관련된 압력과 같이 주변 대기의 압력

e2253 강수량

비, 이슬, 눈, 진눈깨비 및 우박과 같은 수분의 하강

e2254 바람

미풍, 강풍 및 돌풍과 같이 공기의 빠르거나 느린 자연적인 움직임

e2255 계절변화

봄, 여름, 가을 및 겨울과 같이 한 계절에서 다음 계절로의 자연적이고 규칙적

이며 예측 가능한 변화

e2258 기타 명시된 기후

e2259 상세불명의 기후

 e230 자연재해

지진과 토네이도, 허리케인, 태풍, 홍수, 산불 및 눈보라처럼 혹독하거나 격렬한 기상상

태와 같이 규칙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여 개인의 물리적 환경에 혼란을 야기하는 

지리적 변화와 대기 변화 

 e235 인재

인구 이동, 사회기반시설, 거주지 및 토지의 파괴, 환경재해, 토지, 수질 또는 대기오염

(예: 유독성 물질 배출)과 같은 분쟁 및 전쟁과 관련된 사건 또는 상황을 포함하여 사람들

의 일상생활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인간에 의한 자연환경의 변화 또는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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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40 빛

태양광선이나 인공조명(예: 초, 기름 또는 파라핀 램프, 불 및 전기)으로 물체를 볼 수 

있게 하고 세상에 대한 유용하거나 산만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 전자기파 

포함 : 광도; 광질; 색상대비

e2400 광도

자연광원(예: 태양)이나 인공광원에서 발산되는 에너지 정도나 양

e2401 광질

가시적 환경에서 생성되는 색상대비가 제공되고 관련되어지는 빛의 특성으로, 

세상에 대한 유용한 정보(예: 계단이나 문에 대한 시각적 정보) 또는 주의분산

(예: 과다한 시각적 이미지)을 제공할 수도 있음

e2408 기타 명시된 빛

e2409 상세불명의 빛

 e245 시간관련 변화

자연적이고 규칙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시간 변화

포함 : 밤낮주기와 음력 주기

e2450 밤낮주기

낮, 밤, 새벽 및 황혼과 같이 낮에서 밤으로 다시 낮으로 돌아오는 자연적이고 

규칙적이며 예측 가능한 변화

e2451 음력주기

자연적이고 규칙적이며 예측 가능한 지구에 대한 달의 위치 변화

e2458 기타 명시된 시간관련 변화

e2459 상세불명의 시간관련 변화

 e250 소리

모든 음량이나 음색 또는 음조의 두드리는 소리, 울리는 소리, 탕탕치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 휘파람 소리, 고함치는 소리 또는 윙윙거리는 소리와 같이 들리거나 들려지는 현상

으로 세상에 대한 유용한 정보나 산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포함 : 소리강도; 음질 

e2500 소리강도

생성된 에너지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 청각 현상의 수준이나 음량으로, 높은 에

너지 수준은 큰 소리로 인지되고 낮은 에너지 수준은 작은 소리로 인지됨

e2501 음질

거친 소리나 선율이 아름다운 소리와 같이 음색이나 음조로 인지되고 파장과 

파형에 의해 결정되는 소리의 본질로 세상에 대한 유용한 정보(예: 개 짖는 소



168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

리 대 고양이 우는 소리)나 주의를 분산시키는 정보(예: 주변 소음)를 제공할 

수 있음 

e2508 기타 명시된 소리

e2509 상세불명의 소리

 e255 진동

대형장비나 소형장비, 비행기 및 폭발에 의해 야기된 사물, 건물 또는 사람의 떨림, 흔들

림, 빠르게 덜컥거리는 듯한 움직임과 같이 물리적 동요에 의한 물체나 사람의 규칙적이

거나 불규칙적인 앞뒤 흔들림

제외 : 지진에 의한 지구의 진동이나 떨림과 같은 자연재해(e255)

 e260 공기청정도

대기(건물 외부)나 닫혀진 공간(건물 내부)의 공기의 특성이며, 세상에 대한 유용하거나 

산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포함 : 실내외 공기 청정도

e2600 실내 공기청정도

냄새, 연기, 습도, 에어컨(조절된 공기의 질) 또는 조절되지 않는 공기의 질에 

의해 결정되는 건물 안이나 닫혀진 공간 내부 공기의 성질로 세상에 대한 유용

한 정보(예: 가스가 새는 냄새)나 산만한 정보(예: 강렬한 향수 냄새)를 제공할 

수 있음

e2601 실외 공기청정도

냄새, 연기, 습도, 오존 수준 및 기타 대기의 특성으로 결정되는 건물이나 닫혀

진 공간 외부 공기의 성질로 세상에 대한 유용한 정보(예: 비 냄새)나 산만한 

정보(예: 유독성 냄새)를 제공할 수 있음

e2608 기타 명시된 공기청정도 

e2609 상세불명의 공기청정도 

 e298 기타 명시된 자연환경과 인공환경 변화

 e299 상세불명의 자연환경과 인공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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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지원과 관계

본 장은 가정, 직장, 학교, 놀이활동이나 그 외 일상활동에서 다른 사람에게 실제적인 신체적 

또는 정서적 지원, 양육, 보호, 보조 및 관계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것이다. 본 장에서

는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의 태도는 포함하지 않는다. 설명된 환경요인은 사람이나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나 동물이 제공하는 신체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의 정도를 기술하고 있다. 

 e310 직계가족

배우자, 동거인, 부모, 형제자매, 자식, 위탁부모, 양부모 및 조부모와 같이 문화적으로 

직계가족임이 인정되는 출생, 결혼 또는 기타 관계에 의해 맺어진 개인

제외 : 대가족(e315); 개인 돌봄제공자와 개인 활동보조인(e340)

 e315 대가족

숙부, 숙모, 조카 및 질녀와 같이 문화적으로 대가족임이 인정되는 가족이나 결혼 또는 

기타 관계를 통해 맺어진 개인

제외 : 직계가족(e310) 

 e320 친구

신뢰와 상호지지를 특징으로 하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친한 사람

 e325 지인, 또래, 동료, 이웃 및 지역사회 구성원

직장, 학교, 여가생활 또는 그 외 생활에서 지인, 또래, 동료, 이웃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 

같이 서로 친숙한 사람으로 나이, 성별, 종교적 신념이나 민족성 또는 공통의 관심사를 

추구하는 것과 같이 인구학적 특성을 공유하는 개인

제외 : 협회 및 기관 관련 서비스(e5550)

 e330 권위적 지위에 있는 사람

교사, 고용주, 감독관, 종교 지도자, 대리 의사결정권자, 후견인 또는 신탁관리자와 같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지니거나 사회적･경제적･문화적･종교적 역할에 근거하

여 사회적으로 명백한 영향력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 

 e335 종속적 지위에 있는 사람 

학생, 근로자, 종교 단체 구성원과 같이 직장, 학교 또는 기타 환경에서 권위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사람 

제외 : 직계 가족(e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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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340 개인 돌봄제공자와 개인 활동보조인

가사도우미, 개인활동 보조인, 교통 도우미, 유급 도우미, 유모 및 그 외 기본적인 부양자

로서 기능하는 사람들과 같이 공적 또는 사적 자금을 받거나 자원봉사에 기반하여 개인

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직장, 교육 또는 기타 생활 상황에서 수행을 유지하

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제외 : 직계가족(e310); 대가족(e315); 친구(e320); 일반적인 사회지원 서비스(e5750); 

보건 전문가(d355)

 e345 낯선 사람

임시교사, 동료, 돌봄 제공자와 같이 일상을 공유하지만 그 개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

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친숙하지 않고 관계가 없거나 아직은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 

 e350 가축

애완동물(개, 고양이, 새, 물고기 등) 및 사람의 이동과 수송을 위한 동물과 같이 신체적, 

정서적 또는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동물

제외 : 동물(e2201); 자산(e165)

 e355 보건 전문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청각치료사, 보조기 및 의지 제작자, 

의료사회복지사와 같이 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

제외 : 그 외 전문가(e360)

 e360 그 외 전문가 

사회복지사, 변호사, 교사, 건축가, 디자이너를 포함하여 보건 분야/보건의료계를 제외

한 분야에 종사하는 각종 서비스 제공자 

제외 : 보건 전문가(e355)

 e398 기타 명시된 지원과 관계

 e399 상세불명의 지원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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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태도

본 장은 관습, 관례, 관념, 가치관, 규범, 사실에 기반한 믿음과 종교적 믿음에 의해 나타나는 

태도에 대한 것이다. 태도는 대인관계 및 지역 단체에서부터 정치, 경제 및 법적 구조에 이르기까

지 모든 수준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행동과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의 신뢰

성과 가치관에 대한 개인 또는 사회적 태도는 긍정적이고 존경을 나타내는 관례를 유발할 수도 

있고,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관례(예: 그 사람에 대해 누명 씌우기, 고정 관념 가지기, 하찮게 여기

기, 또는 무시하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 본 장에서 분류된 태도는 묘사되는 상황에 처해있는 한 

사람에 대해 외부사람들이 가지는 태도를 말한다. 태도에 대한 분류는 사람 자체를 분류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태도는 환경요인 3장에 열거된 관계의 종류에 따라 분류된다. 가치관과 믿음은 

태도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간주되어 태도와 분리하여 코드화 하지 않는다. 

 e410 직계가족 구성원의 개인적인 태도

사람이나 각종 사안(예: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이슈)에 대한 직계가족 구성원의 일반

적 또는 특정 견해와 믿음으로, 개인의 처신과 행동에 영향을 미침

 e415 대가족 구성원의 개인적인 태도

사람이나 각종 사안(예: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이슈)에 대한 대가족 구성원의 일반적 

또는 특정 견해와 믿음으로, 개인의 처신과 행동에 영향을 미침

 e420 친구의 개인적인 태도

사람 또는 각종 사안(예: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이슈)에 대한 친구의 일반적 또는 특

정 견해와 믿음으로, 개인의 처신과 행동에 영향을 미침

 e425 지인, 또래, 동료, 이웃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개인적인 태도

사람 또는 각종 사안(예: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이슈)에 대한 지인, 또래, 동료, 이웃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반적 또는 특정 견해와 믿음으로, 개인의 처신과 행동에 영향을 미침

 e430 권위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개인적인 태도

사람 또는 각종 사안(예: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이슈)에 대한 권위적 지위에 있는 사

람의 일반적 또는 특정 견해와 믿음으로, 개인의 처신과 행동에 영향을 미침

 e435 종속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개인적인 태도

사람 또는 각종 사안(예: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이슈)에 대한 종속적 지위에 있는 사

람의 일반적 또는 특정 견해와 믿음으로, 개인의 처신과 행동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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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440 개인 돌봄제공자와 개인 활동보조인의 개인적인 태도

사람 또는 각종 사안(예: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이슈)에 대한 개인 돌봄제공자와 개인 

활동보조인의 일반적 또는 특정 견해와 믿음으로, 개인의 처신과 행동에 영향을 미침

 e445 낯선 사람의 개인적인 태도

사람 또는 각종 사안(예: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이슈)에 대한 낯선 사람의 일반적 또

는 특정 견해와 믿음으로, 개인의 처신과 행동에 영향을

 e450 보건 전문가의 개인적인 태도

사람 또는 각종 사안(예: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이슈)에 대한 보건 전문가의 일반적 

또는 특정 견해와 믿음으로, 개인의 처신과 행동에 영향을 미침

 e455 그 외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태도

사람 또는 각종 사안(예: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이슈)에 대한 보건관련 전문가와 그 

외 전문가의 일반적 또는 특정 견해와 믿음으로, 개인의 처신과 행동에 영향을 미침

 e460 사회적인 태도

문화, 사회, 하위문화 또는 기타 사회적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다른 개인이

나 다른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이슈에 대한 일반적 또는 특정 견해와 믿음으로, 집단

이나 개인의 처신과 행동에 영향을 미침

 e465 사회적 규범, 관례 및 관념

관습, 관례, 규칙 및 가치관과 규범적 믿음에 대한 추상적 체계(예: 관념, 규범적 세계관 

및 도덕적 철학)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생겨나고 사회와 개인의 관습과 행동 즉, 도덕적 

사회규범과 종교적 행위 또는 예의; 종교적 교리와 그에 따른 규범과 관례; 의례관리 규

범 또는 각종 사교모임에서의 관습이나 행동을 형성하거나 영향을 미침

 e498 기타 명시된 태도

 e499 상세불명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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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본 장은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에 대한 것이다. 

1. 서비스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의 요구에 맞게 기획된 혜택, 체계화된 프로그램 및 

운영을 제공하는 것이다(서비스에는 서비스 제공자도 포함됨). 서비스는 개인, 단체, 조직, 

기관 또는 정부에 의해 지역, 지역사회, 지방, 시, 도, 국가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공적, 사적 

또는 자원봉사형태로 제공된다. 이러한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상품에는 일반형, 맞춤형 또

는 특수 설계된 것이 있다. 

2. 시스템은 행정 관리와 조직 운영체계이며, 국가 및 국제적 차원의 정부나 지역, 지방, 기타 

인증된 기관에 의해 설립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서비스를 조직화하고 관리하며 모니터링 하

도록 설계되어 사회의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 체계화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운영을 제

공한다. 

3. 정책은 국가 및 국제적 차원의 정부나 지역, 지방, 인증된 기관에 의해 정립된 규칙, 규정, 

관례 및 기준으로 구성된다. 정책은 사회의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체계화된 프로그

램 및 운영을 조직화하고 관리하며 감시하는 시스템을 관장하고 통제한다. 

 e510 소비재 생산에 대한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사람들이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건과 제품의 생산을 관리하고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100 소비재 생산에 대한 서비스

이동, 통신, 교육, 운송, 고용 및 집안일에 사용되는 제품 및 기술과 같이 소비

재와 제품의 수집, 창출, 생산 및 제조에 대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자도 포함됨

제외 : 교육과 훈련 서비스(e5850); 통신서비스(e5350); 제1장 

e5101 소비재 생산에 대한 시스템 

기준(예: 국제표준화기구 ISO)과 소비자 단체를 구성하는 국제기구 및 지역기

구, 국가기구와 같이 소비재와 제품의 수집, 창출, 생산 및 제조를 관리하는 행

정 관리와 감시 체계

e5102 소비재 생산에 대한 정책

채택 기준과 같이 소비재와 제품의 수집, 창출, 생산 및 제조에 대한 법률, 규정 

및 기준

e5108 기타 명시된 소비재 생산에 대한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109 상세불명의 소비재 생산에 대한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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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515 건축과 건설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공용 및 개인용 건물의 설계와 시공에 대한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제외 : 공유지 계획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e520)

e5150 건축과 건설 서비스

주택건설, 설계원칙의 운용, 건축법규, 규정 및 기준과 같은 주거용, 상업용, 산

업용 및 공공건물의 설계, 시공 및 관리에 대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자도 포함됨 

e5151 건축과 건설 시스템

건축법규, 건설기준 및 화재와 생활안전기준의 시행과 감시와 같은 주거용, 상

업용, 산업용 및 공공건물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를 관장하는 행정 관

리와 감시 체계

e5152 건축과 건설 정책

건축법규, 건설기준 및 화재와 생활안전기준에 대한 정책과 같은 주거용, 상업

용, 산업용 및 공공건물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를 관장하는 법률, 규정 

및 기준

e5158 기타 명시된 건축과 건설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159 상세불명의 건축과 건설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20 공유지 계획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농촌, 근교, 도시 근린의 공유지(공원, 숲, 해안선, 습지)와 사유지의 계획, 설계, 개발 

및 유지에 대한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제외 : 건축과 건설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e515)

e5200 공유지 계획 서비스

도시, 근교, 농촌, 휴양지, 환경보호지와 환경친화적 공간, 모임과 상업용 야외

공간(광장, 노천시장) 및 사용 목적에 따른 보행 및 차량용 수송루트의 계획, 

신설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자

도 포함됨

제외 : 공용 건물(e150)과 개인용 건물(e155)에 대한 설계, 시공 및 건설 제품; 

토지개발에 대한 제품(e160)

e5201 공유지 계획 시스템

지역, 지방 또는 국토 계획법, 설계법, 유산 또는 보존 정책 및 환경계획 정책의 

시행과 같은 농촌, 근교 및 도시의 토지, 공원, 자연보호지역 및 야생동물 보호

지역을 포함하는 공유지의 계획, 설계, 개발 및 유지를 관장하는 행정 관리와 

감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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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202 공유지 계획 정책

지역, 지방 또는 국토 계획법, 설계법, 유산 또는 보존 정책 및 환경계획 정책과 

같은 농촌, 근교 및 도시의 토지, 공원, 자연보호지역 및 야생동물 보호지역을 

포함하는 공유지의 계획, 설계, 개발 및 유지를 관장하는 법률, 규정 및 기준

e5208 기타 명시된 공유지 계획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209 상세불명의 공유지 계획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25 주택공급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사람들을 위한 쉼터, 주거 또는 전월세에 대한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250 주택공급 서비스

부동산업, 주택공급기구, 사람들을 위한 쉼터와 같은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주

택이나 보호시설의 입지, 공급 및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와 프로그

램으로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자도 포함됨

e5251 주택공급 시스템

주택공급 정책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시스템과 같이 주택이나 보호시설을 관장

하는 행정 관리와 감시 체계

e5252 주택공급 정책

주택이나 보호시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 심사에 대한 법률과 정책, 주택공

급 개발과 유지에 관련된 정부참여 정책 및 주택개발방법과 장소에 대한 정책

과 같이 사람에게 주택공급이나 보호시설제공을 관장하는 법률, 규정 및 기준

e5258 기타 명시된 주택공급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259 상세불명의 주택공급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30 공익사업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상하수, 연료, 전기, 위생, 대중교통 및 필수 서비스와 같은 공적으로 제공되는 공익사업

에 대한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제외 : 시민보호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e545)

e5300 공익사업 서비스

전국민에게 주거용과 상업용 필수 에너지(예: 연료와 전기), 위생, 상수 및 기타 

필수 서비스(예: 긴급복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자도 포함됨

e5301 공익사업 시스템

보건안전 위원회 및 소비자 협의회와 같은 공익사업서비스 제공을 관장하는 행

정 관리와 감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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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302 공익사업 정책

지역사회에 상수와 연료의 배달 및 공급, 위생관리 시행을 관리하는 보건안전

기준과 기타 필수서비스 및 공급부족 또는 자연재해 시 수급에 대한 정책과 같

은 공익사업 서비스 제공을 관장하는 법률, 규정 및 기준

e5308 기타 명시된 공익사업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309 상세불명의 공익사업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35 통신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정보 전달과 교환에 대한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350 통신 서비스

전화, 팩스, 일반우편, 항공우편, 전자메일 및 컴퓨터기반 시스템(전화중계, 텔

레타이프, 문자다중방송 및 인터넷서비스)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자도 포함됨

제외 : 미디어 서비스(e5600)

e5351 통신 시스템

전화, 팩스, 일반우편과 항공우편, 전자메일 및 컴퓨터기반 시스템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에 의한 정보전송을 관장하는 전자통신 규제기관 및 기타 관련기관

과 같은 행정 관리와 감시 체계

e5352 통신 정책

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 자격, 우편주소 요건 및 전자통신공급에 대한 기준과 

같이 전화, 팩스, 우체국, 전자메일 및 컴퓨터기반 시스템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에 의한 정보 전송을 관장하는 법률, 규정 및 기준

e5358 기타 명시된 통신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359 상세불명의 통신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40 교통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사람이 이동하거나 상품이 수송되는 것에 대한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400 교통 서비스

도로, 길, 철도, 항공 또는 해상으로 대중교통이나 개인 교통수단에 의해 사람

이나 상품이 이동하는 것에 목적을 둔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자도 포함됨

제외 : 개인용 이동 및 수송을 위한 제품(e115) 

e5401 교통 시스템

차량운행 자격심사 시스템 및 다양한 종류의 교통수단 이용에 관한 보건안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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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시행과 감시와 같은 도로, 길, 철도, 항공 또는 해상으로 사람이나 상품의 

수송을 관장하는 행정 관리와 감시 체계 

제외 : 사회보장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e570)

e5402 교통 정책

교통계획 법령과 정책, 대중교통 공급과 접근성에 대한 정책과 같은 도로, 길, 

철도, 항공 또는 해상으로 사람이나 상품을 수송하는 것을 관장하는 법률, 규정 

및 기준

e5408 기타 명시된 교통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409 상세불명의 교통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45 시민보호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제외 : 공익사업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e530)

e5450 시민보호 서비스

소방서비스, 치안서비스, 응급 서비스 및 구급차 서비스와 같은 시민과 재산 보

호를 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조직된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자도 포함됨 

e5451 시민보호 시스템

조직화된 치안, 소방, 응급 및 구급차 서비스 시스템과 같이 시민과 재산 보호

를 관장하는 행정 관리와 감시 체계

e5452 시민보호 정책

치안, 소방, 응급 및 구급차 서비스 제공을 관리하는 정책과 같이 시민과 재산

보호를 관장하는 법률, 규정 및 기준

e5458 기타 명시된 시민보호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459 상세불명의 시민보호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50 법률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국가의 법률과 기타 법에 대한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500 법률 서비스 

법정, 법원 및 민사소송과 형사재판의 공판과 합의를 위한 다양한 대행기관, 변

호사 대의권, 공증, 조정, 중재 서비스 및 교도소나 형무소와 같이 법으로 정의

된 국가의 권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자도 포함됨

e5501 법률 시스템

공식적 규칙(예: 법, 규정, 관습법, 종교법, 국제법 및 관습)의 시행과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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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시스템과 같은 법 집행을 관장하는 행정 관리와 감시 체계

e5502 법률 정책 

법, 관습법, 종교법, 국제법 및 관례와 같은 법 집행을 관장하는 법률, 규정 및 

기준

e5508 기타 명시된 법률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509 상세불명의 법률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55 단체 및 기관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비영리적 공통관심사의 추구를 위해 흔히 회원제로 모인 사람들의 집단과 관련된 서비

스, 시스템 및 정책

e5550 단체 및 기관 서비스

취미, 여가, 스포츠, 문화, 종교 및 상호부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회 및 기관과 

같이 비영리적 공통관심사의 추구를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서비스는 동일관심사를 가진 회원들을 결속하게 함

e5551 단체 및 기관 시스템 

상호부조회, 취미와 여가관련 동호회, 문화와 종교단체 및 비영리 단체와 같이 

비영리적 공통관심사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관계와 활동 및 협회와 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관장하는 행정 관리와 감시 체계 

e5552 단체 및 기관 정책

상호부조회, 취미와 여가관련 동호회, 문화와 종교단체 및 비영리 단체를 포함

하여 협회와 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관리하는 정책과 같이 비영리적 공통관심사

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관계와 활동을 관장하는 법률, 규정 및 기준

e5558 기타 명시된 단체와 기관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559 상세불명의 단체와 기관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60 미디어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및 인터넷을 통한 매스컴 제공에 대한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600 미디어 서비스

라디오, 텔레비전, 자막방송서비스, 언론보도서비스, 신문, 점자서비스 및 컴퓨

터 기반 매스컴(월드와이드웹, 인터넷)과 같이 매스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서

비스와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자도 포함됨

제외 : 통신 서비스(e5350)

e5601 미디어 시스템

라디오, 텔레비전, 언론보도서비스, 신문 및 컴퓨터 기반 매스컴(월드와이드웹, 

인터넷)을 통한 전달 내용, 분배, 보급, 접근 및 방법을 관리하는 기준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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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중에게 뉴스와 정보 제공을 관장하는 행정 관리와 감시 체계 

포함 : 텔레비전에서 자막방송 제공, 신문이나 다른 출판물들에 대한 점자판 제

공 및 라디오를 통한 문자다중 방송제공을 위한 요건

제외 : 통신 시스템(e5351)

e5602 미디어 정책

라디오, 텔레비전, 언론보도서비스, 신문 및 컴퓨터 기반 매스컴(범세계통신망, 

인터넷)을 통한 전달 내용, 분배, 보급, 접근 및 방법을 관리하는 기준과 같이 

일반 대중에게 뉴스와 정보 제공을 관장하는 법률, 규정 및 표준

제외 : 통신 정책(e5352)

e5608 기타 명시된 미디어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609 상세불명의 미디어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65 경제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및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과 관련된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제외 : 사회보장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e570)

e5650 경제 서비스

민간상업부문(예: 사업, 주식회사, 민간영리사업), 공공부문(예: 협동조합과 법

인과 같은 공공 상업서비스), 금융기관(은행과 보험 서비스)과 같은 상품과 서

비스의 전반적인 생산, 분배, 소비 및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으로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자도 포함됨

제외 : 공익사업 서비스(e5300); 노동과 고용 서비스(e5900)

e5651 경제 시스템

경제 정책의 시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과 같이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분

배, 소비 및 사용을 관장하는 행정 관리와 감시 체계

제외 : 공익사업 시스템(e5301), 노동과 고용 시스템(e5901)

e5652 경제 정책

정부가 채택하여 시행하는 경제정책과 같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및 사용을 관장하는 법률, 규정 및 기준

제외 : 공익사업 정책(e5302), 노동과 고용 정책(e5902)

e5658 기타 명시된 경제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659 상세불명의 경제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70 사회보장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연령, 빈곤, 실업, 건강상태 또는 장애로 인해 일반세제수입이나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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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적부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제외 : 금융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e565)

e5700 사회보장 서비스

사회보조프로그램(예: 고용주 부담의 복지, 빈곤이나 기타 요구에 근거한 보상), 

사회보험프로그램(예: 당사자 분담형 상해 또는 고용 보험)과 장애 및 관련 연

금제도(예: 소득 대체)에 대한 적격성심사, 보조금 분배와 보급에 대한 서비스

와 같이 연령, 빈곤, 실업, 건강상태 또는 장애로 인해 일반세제수입이나 기부

금으로 조성된 기금인 공적부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하

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자도 포함됨

제외 : 보건 서비스(e5800)

e5701 사회보장 시스템

공적부조, 복지, 실업보험급여, 연금 및 장애수당에 대한 자격심사를 관리하는 

규칙과 규제의 시행 시스템에 대한 것으로 연령, 빈곤, 실업, 건강상태나 장애

로 인해 공적부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제도

를 관장하는 행정 관리와 감시 체계

e5702 사회보장 정책

공적부조, 복지, 실업, 장애와 그와 관련된 연금 및 장애수당에 대한 자격심사

를 관리하는 법률과 규제와 같이 연령, 빈곤, 실업, 건강상태나 장애로 인해 공

적부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제도를 관장하

는 법률, 규정 및 기준

e5708 기타 명시된 사회보장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709 상세불명의 사회보장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75 일반적인 사회지원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사회적으로 보다 완전한 기능을 위해 쇼핑, 집안일, 교통, 아동 보호, 단기 보호, 자기관

리 및 타인관리와 같은 분야에서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제외 : 사회보장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e570); 개인 돌봄제공자와 개인 활동보조인

(e340); 보건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e580)

e5750 일반적인 사회지원 서비스

연령, 빈곤, 실업, 건강상태 또는 장애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

적 기능이 더욱 충분하기 위하여 쇼핑, 가사, 교통, 자기 돌봄과 타인 돌봄 분야

의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e5751 일반적인 사회지원 시스템

사회지원 서비스와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격심사를 관리하는 규정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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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시행에 대한 시스템을 포함하여, 연령, 빈곤, 실업, 건강상태 또는 장애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제도를 관

장하는 행정 관리와 감시 체계

e5752 일반적인 사회지원 정책

사회적 지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관리하는 법률과 규제를 포함하여 연령, 빈곤, 

실업, 건강상태 또는 장애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원을 제

공하는 프로그램과 제도를 관장하는 법률, 규정 및 기준

e5758 기타 명시된 일반적 사회지원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759 상세불명의 일반적 사회지원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80 보건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건강문제의 예방과 치료, 의료재활 제공 및 건강한 생활방식 증진을 위한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제외 : 일반적인 사회지원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e575) 

e5800 보건 서비스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웰빙을 위해 제공되는 중재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 지역사회, 지방, 도 또는 국가적 차원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가정, 학교와 직장, 일반 병원, 전문 병원, 의원 및 거주형 또는 비거주형 요양

시설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환경에서 제공되는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서비스, 

일차 진료서비스, 급성 관리, 재활 및 장기요양서비스, 공적 또는 사적 기금에 

의해 조성되고, 단기간이나 장기간, 기간제 또는 일회성으로 제공되며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자도 포함됨

e5801 보건 시스템

접근성, 보편성, 휴대성, 공적기금 및 포괄성의 보건 시스템 특성을 관리하는 

보건법과 같이 서비스 자격심사, 장치 제공, 보조 공학이나 기타 맞춤형장비를 

결정하는 규제와 기준의 시행에 대한 시스템과 같이 지역사회, 가정, 학교와 직

장, 일반 병원, 전문 병원, 의원 및 거주와 비거주 요양시설을 포함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웰빙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의 범위를 관장하는 행정 규제와 감시 체계

e5802 보건정책

접근성, 보편성, 휴대가능성, 공공기금 및 포괄성과 같은 보건 시스템의 특성을 

관리하는 보건법과 같이 서비스 자격심사, 장치 제공, 보조 공학이나 기타 맞춤

형 장비를 결정하는 정책 및 기준과 같이 지역사회, 가정, 학교와 직장, 일반 

병원, 전문 병원, 의원 및 거주요양시설과 비거주 요양시설을 포함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웰빙을 제공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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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범위를 관장하는 법률, 규정 및 기준

e5808 기타 명시된 보건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809 상세불명의 보건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85 교육과 훈련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지식, 전문성 및 직업적 기술이나 예술적 기술의 습득,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서비스, 시스

템 및 정책. 유네스코(UNESCO) 교육 국제표준 분류(ISCED-1997) 참조

e5850 교육과 훈련 서비스

다양한 수준의 교육(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교육기관, 전문가 프로

그램, 훈련과 기술 프로그램, 견습 및 보수교육)에서 제공되는 지식, 전문지식 

및 직업적 기술이나 예술적 기술의 습득, 유지 및 향상과 교육에 대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자도 포함됨

e5851 교육과 훈련 시스템

공교육이나 사교육 및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심사를 결정하는 정책과 

기준의 시행 시스템; 교육과정, 학급규모, 지역 내의 학교 수, 학비와 보조금, 

특별급식프로그램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포함하여 교육시스템의 특성을 관리

하는 지역, 지방 또는 국가 교육위원회나 기타 관계당국과 같은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관장하는 행정 관리와 감시 체계

e5852 교육과 훈련 정책

공교육이나 사교육 및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심사를 결정하고 교육과

정, 학급규모, 지역 내의 학교 수, 학비와 보조금, 특별급식프로그램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포함하여 교육시스템의 특성을 관리하는 지역, 지방 또는 국가 

교육위원회나 기타 관계당국의 조직을 지시하는 정책이나 기준과 같이 교육프

로그램 제공을 관장하는 법률, 규정 및 기준

e5858 기타 명시된 교육과 훈련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859 상세불명의 교육과 훈련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90 노동과 고용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실업자나 다른 일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일을 찾아주거나 승진을 원하는 근로자

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제외 : 경제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e565)

e5900 노동과 고용 서비스

구직과 취업준비서비스, 재취업서비스, 취업알선서비스, 이직알선서비스, 취업

후 사후관리서비스, 근로보건안전서비스 및 작업환경서비스(예: 인간공학, 인적

자원과 인사관리 서비스, 노동관련 서비스, 전문협회 서비스)와 같이 실업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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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일을 찾아주거나 이미 고용된 사람을 지

원하기 위해 지역, 지방, 국가정부 또는 민간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프로그

램으로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자도 포함됨

e5901 노동과 고용 시스템

고용창출, 고용안정, 지정 및 경쟁 고용, 근로기준과 노동법 및 노동조합에 대

한 정책과 기준의 시행 시스템과 같이 직업이나 경제적으로 기타 형태의 유급

직업 분배를 관장하는 행정 통제와 감시 체계

e5902 노동과 고용 정책

고용창출, 고용안정, 지정 및 경쟁 고용, 근로기준과 노동법 및 노동조합에 대

한 기준과 정책과 같이 직업이나 경제적으로 기타 형태의 유급직업 분배를 관

장하는 법률, 규정 및 기준

e5908 기타 명시된 노동과 고용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909 상세불명의 노동과 고용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95 정치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 및 지역사회의 투표, 선거 및 통치에 대한 서비스, 시스

템 및 정책

e5950 정치 서비스

유엔, 유럽연합, 각국 정부, 지방 정부, 지역 정부 및 전통적 지도자와 같이 국

제기구, 국가정부, 지방 및 지역에서 선거나 임명에 의해 그 조직의 특정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서비스와 구조

e5951 정치 시스템 

정부의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그 구조의 권력을 행사하는 헌법이나 기타 법

적 근거들, 즉 정치조직 원칙, 헌법, 정부의 행정부, 입법부 및 국방부의 각 부

서와 같은 사회 내에서 정치력과 경제력을 조직하는 구조 및 관련된 운영

e5952 정치 정책 

법률과 규정을 관리하는 조약, 헌법과 기타 법률을 포함하여 선거운동, 정당등

록, 투표 및 국제정치기구 회원을 관리하는 정책과 같은 정치 시스템의 운영을 

관장하고 정치 시스템에 의해 법제화되고 집행되는 법률 및 정책

e5958 기타 명시된 정치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959 상세불명의 정치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98 기타 명시된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599 상세불명의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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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와 용어

부록1

ICF 분류는 다음과 같은 표준분류원칙에 따라 계층적 방식으로 구성된다.

•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과 참여 및 환경요인의 각 구성요소를 독립적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한 구성요소에 포함된 용어는 다른 구성요소에서 반복되지 않는다. 

• 각 구성요소 내에서 항목들은 줄기-가지-잎의 나무구조로 배열되므로 하위단계의 항목은 그 

항목이 속해있는 상위단계 항목의 특성을 공유한다. 

• 항목들은 상호배타적이므로 같은 단계에 있는 두 항목이 똑같은 특성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

러나 개인의 특정 기능수행을 분류하기 위해 한 개 이상의 항목을 사용하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되며, 필요시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ICF 항목에 사용된 용어

용어는 단어나 구와 같은 언어적 표현으로 정의된 개념에 대한 명칭이다. 혼동을 유발하는 대부

분의 용어가 일상적인 말하기와 쓰기에서 상식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ICIDH 

1980판에서 손상, 장애 및 핸디캡이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였지만, 일상에서는 종종 혼용하

여 사용된다. 개정 과정에서 핸디캡이라는 용어는 파기되었고, 장애라는 용어는 신체적, 개인적 

및 사회적 세 가지 관점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개념을 정의

하는 데는 명료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므로, 분명하게 각각의 기본개념을 표현하는 적절한 용어를 

선택해야 한다. ICF는 문서화된 분류체계로서 여러 언어로 번역될 것이므로, 용어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개념에 대한 보편적 이해 수준을 넘어서, 각 언어에서 용어의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용어로 합의를 도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용어는 많은 대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성, 수용가능성 및 전체적인 유용성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ICF의 유용성은 용어의 명

확성과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고려하여 ICF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웰빙은 “건강한 삶”으로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측면을 포함하는 인간생활 영역의 전반과 

관련된 일반 용어이다. 건강영역은 인간생활의 전반을 구성하는 영역 중 하나이다. 다음 그림은 

웰빙의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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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의 기타영역

• 교육

• 고용

• 환경

• 기타

웰빙의 건강영역

• 보기

• 말하기

• 기억하기

• 기타

그림 1. 웰빙의 영역

건강상태와 건강영역: 건강상태는 ICF에서 제시한 건강영역 내에서의 기능수행 수준을 의미한

다. 건강영역은 보건시스템의 일차적 책임인 “건강”개념에 해당하는 삶의 영역을 나타낸다. ICF

는 건강영역과 건강관련 영역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짓지는 않는다. ICF 내에서 건강 및 건강관련 

요소들의 개념화 방법에 따라 구분하기 애매한 회색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

 

건강관련 상태와 건강관련 영역: 건강관련 상태는 ICF에서 제시한 건강관련 영역에서의 기능수

행수준을 의미한다. 건강관련 영역은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만 보건 시스템의 일차적 

책임보다는 전반적인 웰빙에 기여하는 기타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기능수행 영역이다. ICF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웰빙 영역만을 다룬다.

 

건강상태는 질병(급성 또는 만성), 이상, 손상 또는 외상을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이다. 건강상태

는 임신, 노화, 스트레스, 선천적 기형 또는 유전적 소인과 같은 기타 상태도 포함한다. 건강상태

는 ICD-10을 적용하여 코드화한다.

 

기능수행은 신체 기능, 신체 구조 및 활동과 참여를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이다. 기능수행은 개

인(건강상태 포함)과 그 개인의 배경요인(환경요인과 개인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측

면을 나타낸다. 

 

장애는 손상 및 활동 제한과 참여 제약에 대한 포괄적 용어이다. 장애는 개인(건강상태 포함)과 

그 개인의 배경요인(환경요인과 개인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 측면을 나타낸다. 

 

신체 기능은 심리적 기능이 포함된 신체 계통의 생리학적 기능이다. “신체”는 뇌를 포함한 인간 

유기체 전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신(또는 심리적) 기능 또한 신체 기능에 포함된다. 이러한 

기능의 표준은 인간에 대한 통계적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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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구조는 기관, 팔다리 및 신체 계통에 따라 분류된 구성요소와 같은 구조적 또는 해부학적 

신체 부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의 표준은 인간에 대한 통계적 기준이 된다.

손상은 신체 구조나 생리학적 기능(정신 기능 포함)의 손실 또는 변형을 의미한다. 변형은 통계

기준에서 현저한 차이(측정된 기준 내에서 모평균과의 편차)를 나타낼 때 엄격히 적용될 수 있고 

이러한 의미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활동은 개인이 과제나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능수행의 개인적 관점을 나타낸다.

활동 제한은18) 개인이 활동을 실행하는 동안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의미한다. 활동제한은 건

강상의 문제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동안 겪을 수 있는 질적 또는 양적 측면으로, 약간의 

차이에서 심각한 차이까지 다양할 수 있다. 

참여는 개인이 생활 상황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능수행의 사회적 관점을 나타낸다.

참여 제약은19) 개인이 생활 상황에 관여하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문제를 의미한다. 개인의 

참여 제약 존재 유무는 동일한 문화나 사회에서 장애가 없는 개인의 참여와 비교하여 결정된다.

배경요인은 개인 생활의 모든 상황과 ICF에서 분류한 건강상태에 대한 배경을 함께 구성하는 

요인이다. 배경요인에는 환경요인과 개인요인이 있다. 

환경요인은 ICF의 구성요소로서 개인 생활의 배경을 형성하는 외적 또는 외부 세계의 모든 측

면을 나타내며 개인의 기능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요인은 물리적 세계와 그 특징, 인공적인 

물리적 세계, 타인과의 관계와 역할, 태도와 가치관, 사회 시스템과 서비스 및 정책, 규칙과 법률

을 포함한다. 

개인요인은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 생활 경험과 같이 개인과 관련된 배경요인을 의미한다. 

현재 ICF에서는 개인요인을 분류하지 않지만, 사용자의 활용에 따라 포함시킬 수도 있다. 

촉진요인은 개인의 환경에서 그 존재 유무에 따라 기능수행을 향상시키고 장애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촉진요인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특정 건강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참여 증진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관련 보조공학의 유용성 

및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 태도 등을 포함한다. 편견이나 부정적인 태도와 같은 특정 요인

18) “활동 제한”은 ICIDH 1980년판에서 사용한 “장애(disability)"라는 용어를 대체한다.

19) “참여 제약”은 ICIDH 1980년판에서 사용한 “핸디캡(handicap)"이라는 용어를 대체한다.



190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

의 부재가 촉진요인이 될 수도 있다. 촉진요인은 그 사람의 능력에 문제가 있더라도 실제 활동수

행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이므로 손상이나 활동 제한으로 인한 참여 제약을 방지할 수 있다. 

장해요인은 개인의 환경에서 그 존재 유무가 기능수행을 제한하고 장애를 야기하는 요인이다. 

이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특정 건강상태에 있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람들의 참여를 저해하는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

의 어려움, 관련 보조공학의 부재 및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등을 포함한다. 

능력은 주어진 시간에 활동과 참여 영역의 목록에서 개인이 도달할 수 있는 기능수행의 최고 

가능 수준을 나타내는 분류척도로서의 구성개념이다. 능력은 동일환경 또는 표준환경에서 측정되

므로 개인의 환경적응 능력을 반영한다. 환경요인 구성요소는 동일환경 또는 표준환경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수행은 개인이 자신의 현재 환경에서 행하는 것을 설명하고 생활 상황에 관여하는 측면을 나타내

는 분류척도로서의 구성개념이다. 현재 환경 또한 환경요인 구성요소를 사용하여 설명될 수 있다.

ICF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분류

제1부 : 기능수행과 장애 제2부 : 배경요인 부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과 참여 환경요인 개인요인 구성요소

촉진요인/

장해요인

구조/

분류척도

신체 

기능의 

변화

신체 

구조의 

변화

능력 수행

항목수준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항목수준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항목수준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항목수준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항목수준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다른 

수준에서의 

영역과 

항목

그림 2. ICF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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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F 분류

ICF의 전반적인 분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ICF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ICF 구조에는 

다음 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나타나있으며, 이를 그림 2에 도식화하였다.

분류는 ICF의 전반적인 구조이며 종합적 체계이다. 분류는 ICF의 계층구조에서 최상위 용어이다.

ICF의 부는 분류의 하위단계로서 두 개로 구성된다.

• 1부는 기능수행과 장애에 대한 것이다.

• 2부는 배경요인에 대한 것이다.

구성요소는 각 부의 하위단계로서 두 개의 구성요소가 있다. 

제 1 부의 구성요소: 

• 신체 기능과 구조

• 활동과 참여

제 2 부의 구성요소: 

• 환경요인

• 개인요인(ICF에서 분류하지 않음)

구성개념은 해당 코드에 분류척도를 사용하여 정의한다.

1부는 4개의 구성개념이 있고, 2부는 1개의 구성개념이 있다.

제 1 부 구성개념

• 신체 기능의 변화

• 신체 구조의 변화

• 능력

• 수행

제 2 부 구성개념

• 환경요인에서의 촉진요인 또는 장해요인

영역은 관련된 생리학적 기능, 해부학적 구조, 활동, 과제 또는 생활 영역의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집합체이다. 영역은 각 구성요소 내에서 다양한 장이나 블록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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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은 구성요소의 영역에 포함되는 부류와 하위 부류, 즉 분류의 단위이다.

단계는 항목의 세부사항(영역과 항목의 구성물)에 대한 계층적 순서를 나타낸다. 제 1 단계는 

제 2 단계의 모든 항목들을 포함하며, 그 이하의 단계에서도 동일하다. 

3. ICF 항목에 대한 정의

정의는 항목에 대한 정해진 개념의 필수 속성(본질, 특성 또는 관계)을 설명한다. 또한 그 용어

가 의미하는 사물이나 현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용어가 기타 관련 사물이나 현상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한다.

ICF 항목의 정의를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포함과 제외를 포함한 조작적 정의의 다음과 같은 특

성을 염두에 두었다. 

• 정의는 의미가 있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정의는 항목이 의도하는 개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의는 개념의 내적(개념의 본질적 의미) 및 외적(사물이나 현상) 근본 속성을 모두 나타내어

야 한다. 

• 정의는 정확하고 분명해야 하며 용어의 의미를 완전히 포함해야 한다. 

• 정의는 조작적 용어(예: 심각성, 지속시간, 상대적 중요도 및 연관가능성)로 표현해야 한다.

• 정의는 용어 자체나 동의어를 순환하여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고, 정의 안에 정의가 있어서

는 안 되며, 다른 곳에서 처음 사용하여 정의된 용어를 포함해서도 안 된다. 

• 정의는 가능할 수 있는 병인적 요인이나 상호작용적 요인을 적절히 언급해야 한다. 

• 정의는 상위단계 용어의 속성이 충족되어야 한다(예: 제 3 단계의 용어는 상위 제 2 단계 항

목의 일반적인 특성을 포함해야 한다). 

• 정의는 하위단계 용어의 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예: 제 2 단계 용어의 속성은 제 3 단

계 용어의 속성과 모순될 수 없다). 

• 정의는 비유적이거나 은유적이어서는 안 되며 조작적이어야 한다.

• 정의는 관찰가능하고 검증가능하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론할 수 있는 실증적 진술이어야 

한다. 

• 정의는 과도한 부정적 함축을 배제하고 가능한 중립적 용어로 표현하여야 한다.

• 정의는 간략해야 하고, 가능한 전문용어(신체 기능 및 구조의 일부 용어는 예외)는 피해야 한다. 

• 정의에는 생애 전반에 걸쳐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한 동의어와 예시를 제공하도록 ‘포

함’이 있어야 한다. 

• 정의에는 사용자들이 관련된 용어와 혼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의하도록 ‘제외’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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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에 대한 추가 사항

모든 분류 내 용어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분류되고 있는 현상과 분류 구조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에 있다. 일반적으로 세계와 그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

다. 예를 들면, ‘차원’이나 ‘영역’과 같은 용어는 그 세계를 나타내기 위해 정확하게 정의될 수 

있고, ‘구성요소’와 ‘항목’이라는 용어는 오직 분류를 나타내기 위해 정의된다.

동시에 이들 용어 사이에는 상호관련성(결합 기능)이 있으며 다양한 사용자들은 이들 용어를 

서로 바꿔서 사용한다.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연구 모델링과 같은, 보다 전문화된 요구

를 위해 사용자들이 개념적 모델의 구성요소와 분류 구조의 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구

분하는 용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이 제공하는 정확성과 순도가 

ICF의 유용성을 손상시키거나, 이 분류의 잠재적 사용자 범위를 제한할 만큼 가치가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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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F 코드화 지침

부록2

ICF는 다양한 건강 및 건강관련 상태를 코드화하기 위한 것이다.20) 코드화 규칙과 지침을 학습

하기 전에 사용자는 ICF 개요를 읽기를 권장한다. 아울러 사용자는 WHO나 WHO 협력센터를 

통하여 ICF 분류 사용법에 대해 교육받을 것 또한 권장한다.

다음은 ICF 사용과 관련된 ICF 분류의 특징이다.

1. 조직과 구조

ICF의 부

ICF는 2개의 부로 구성된다.

제 1 부는 다음 2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 신체 기능과 신체 구조

• 활동과 참여

제 2 부는 다음 2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 환경요인

• 개인요인(현재 ICF에서는 분류하지 않음)

구성요소는 각 코드의 첫 글자로 표시한다.

• b - 신체 기능

• s - 신체 구조

• d - 활동과 참여

• e - 환경요인

20) 질병 자체로 코드화해서는 안 된다. 이는 질병 및 관련 건강문제의 국제 통계 분류, 제10차 개정판(ICD-10)을 사용하면 

가능하다. ICD-10은 질병 및 기타 건강문제의 진단에 대한 사망률 및 이환률 데이터에 대한 비교와 체계적 기록, 분석, 

해석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분류체계다. ICF 사용자에게는 ICF 분류와 ICD-10을 연계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분류 

간 중복에 관해서는 3쪽 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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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자 d는 활동과 참여 구성요소 내의 영역을 나타낸다.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첫 글자 d는 

각각 활동과 참여를 나타내는 a나 p로 교체할 수 있다. 

첫 글자 b, s, d, e 뒤에는 해당 장의 숫자(한 자리)가 오고, 다음에는 2단계(두 자리) 및 3단계

와 4단계21)(각 한 자리)의 숫자 코드가 붙는다. 예를 들면, 신체 기능 분류에서는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있다.

b2 감각기능과 통증 (1단계 항목)

b210 시각기능 (2단계 항목)

b2102 시각의 질 (3단계 항목)

b21022 대비민감도 (4단계 항목)

사용자들의 필요에 따라 각 단계에서 해당되는 수의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인의 상황을 설

명하기 위해 각 단계에서 한 개 이상의 코드가 적용될 수 있다. 이는 독립적이거나 서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ICF에서 개인의 건강상태는 분류의 각 구성요소에서 해당 영역에 걸쳐 코드의 배열로 부여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최대 코드의 수는 각 장에 해당하는 1단계는 34개(신체 기능 8개, 신체 

구조 8개, 수행 9개, 능력 9개의 코드), 2단계는 362개이다. 3단계와 4단계에서는 최대 1,424개

의 코드가 적용 가능하고, 이들이 모두 합쳐져 분류 전체가 구성된다. ICF를 실생활에 적용할 경

우에는 2단계(세 자릿수)가 적절하고, 사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3개에서 18개의 코드가 

적절하다. 일반적으로 보다 상세한 네 번째 단계는 전문가 서비스용(예: 재활 결과, 노인병학 또는 

정신건강)으로 사용되는 반면, 2단계 분류는 설문조사와 건강상태 평가를 위해 사용된다. 

영역은 주어진 시점(그 시점을 설명하는 스냅 사진과 같이)에서 코드화되어야 한다. 시간 경과

에 따른 변화와 진행 과정의 변화를 기술하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사용하는 

코드화 형식과 시간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장

분류의 각 구성요소는 장과 영역 제목 아래 일반 항목이나 특정 항목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신체 기능 분류에서 1장은 모든 정신기능을 다루고 있다.

21) 신체 기능 및 신체 구조 분류에서만 4단계 항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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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각 장은 항목들의 “블록”으로 세분화된다. 예를 들면, 활동과 참여 분류의 3장(의사소통)에는 

의사소통하기-수용(d310-d329), 의사소통하기-표현(d330-d349), 대화 및 의사소통장치와 기

술의 사용(d350-d369)과 같은 3가지 블록이 있다. 블록은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며, 분

류 구조의 일부분이 아니므로 코드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항목

각 장에는 2단계, 3단계 또는 4단계 항목이 있고 그에 대한 간결한 정의와 적합한 코드를 선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포함과 제외가 있다.

정의

ICF는 “특정 지역어”나 비전문가의 정의와는 대조적으로 건강과 건강관련 항목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제시한다. 이러한 정의는 각 영역의 근본적인 속성(예: 성질, 특징, 연관성 등)을 설명하고 

각 항목에서 무엇을 포함시키고 무엇을 제외시킬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정의는 

평가, 설문조사와 설문지의 적용, 또는 ICF 용어에 코드화된 평가도구의 결과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점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시력기능은 근거리나 원거리에서 한 눈 시력 및 양 눈 

시력에 대해 정의함으로써 시력에서 어려움의 정도를 없음, 가벼운, 중간 정도의, 심한 또는 극심

한 어려움으로 코드화 할 수 있다. 

포함용어

포함용어는 여러 영역의 정의 뒤에 제시된다. 포함용어는 항목 내용의 안내 지침으로 제공되므

로 전체 내용을 다루지는 않는다. 2단계 항목의 경우에는 포함 용어에 3단계 항목의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제외용어

제외용어는 다른 용어와 비슷하여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제시된다. 예를 들면, “용변 

처리하기” 항목이 “신체 일부 관리하기” 항목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항목을 구별하기 위해 “용변 처리하기”는 항목 d520 “신체일부 관리하기”에서 제외되고, d530 

항목으로 코드화된다.

기타 명시된

3단계 또는 4단계 각 항목 마지막과 각 장의 마지막에는 “기타 명시된” 항목(고유한 끝자리 코드 

숫자 8로 확인 가능)이 있다. 이는 다른 어떤 특정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능수행을 코드화하는 

것이다. “기타 명시된” 항목을 사용할 때 사용자들은 추가 목록에서 새로운 항목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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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불명의

3단계 또는 4단계 각 항목 마지막과 각 장의 마지막에는 “상세불명의” 항목이 있다. 이 항목은 

해당 그룹에는 적합하지만 특정 항목에 배치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한 기능을 코드화하는 것이

다. 이 코드는 추가 정보가 없으면 바로 위 단계인 2단계 또는 3단계 용어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블록 구분 때문에 “기타 명시된”과 “상세불명의” 항목은 단일 항목으로 같이 있지만 항상 끝자리 

코드 숫자 9로 확인 가능하다). 

분류척도

ICF 코드는 건강수준이나 해당 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하나 이상의 분류척도를 

사용해야한다. 분류척도는 항목의 마침표 다음에 하나, 둘 또는 그 이상의 숫자로 코드화된다. 모

든 코드의 사용에서 적어도 1개의 분류척도가 동반되어야 한다. 분류척도가 없는 코드는 고유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기본적으로 WHO는 미완성 코드를 “xxx.00”으로 나타내어 문제가 제시되

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

신체 구조와 기능에 대한 제 1 분류척도, 활동과 참여에 대한 수행과 능력의 분류척도 및 환경

요인에 대한 제 1 분류척도는 각 구성요소 내에 있는 문제의 정도를 나타낸다.

모든 구성요소는 동일한 일반적 척도를 사용하여 분류할 수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구성 

개념에 따라 손상, 제한, 제약 또는 장해가 있음을 의미한다. 관련 분류영역(xxx는 2단계 영역 

숫자를 나타냄)에 따라 다음의 괄호 안에 제시한 표현 중 적절한 분류척도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

xxx.0 문제없음 (없음, 부재, 무시해도 될 정도의...) 0-4%

xxx.1 가벼운 정도의 문제 (약간, 낮은...) 5-24%

xxx.2 중간 정도의 문제 (중간, 중...) 25-49%

xxx.3 심한 정도의 문제 (높은, 심한...) 50-95%

xxx.4 극심한 정도의 문제 (전체...) 96-100%

xxx.8 상세불명

xxx.9 해당 없음

손상, 능력 제한, 수행 문제 또는 환경요인의 장해 또는 촉진요인을 측정하는 평가도구 또는 

기타 표준도구의 수치화에 백분율 표기방법이 사용된다. 예를 들면 “문제없음” 또는 “극심한 문

제”로 코드화 할 경우, 이는 최대 5%의 오차범위를 가진다. “중간 정도의 문제”는 극심한 문제에 

대한 척도의 최대 절반까지를 의미한다. 백분율은 모집단 표준에 대한 각각의 다른 영역을 백분위

수로 표시한다. 이러한 수치화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연구를 통한 평가 절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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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요인 구성요소의 경우, 제 1 분류척도는 환경에 대한 긍정적 측면의 범위 또는 촉진요인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촉진요인을 나타내기 위해, 동일한 0-4점 척도를 사용할 수 있지

만 그 점수는 e110+2와 같이 +부호를 붙여 대체한다. 환경요인은 (i) 각 구성요소와 관련이 있거

나 (ii) 각 구성요소와 관련이 없어도 코드화할 수 있다(이하 3부 참조). 첫 번째 방법이 환경요인

의 영향력과 속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더 선호된다.

부가적 분류척도

다양한 사용자들을 위해 각 항목의 코드화에 기타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한 도움이 될 것이

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부가적 분류척도가 후술될 것이다.

긍정적 측면의 코드화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기능수행의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내기 위한 코드화 척도가 개발될 수 있다.

긍정적 부정적

신체 기능 손상

긍정적 부정적

신체 기능 손상

긍정적 부정적

신체 기능 손상

2. 코드화 일반규칙

다음은 ICF 분류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정확한 정보검색 규칙이다.

개인 프로필 구성을 위한 일련의 코드 선정

ICF는 건강과 건강관련 상태를 분류하므로 개인의 기능수행에 대한 프로필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일련의 코드를 선정해야 한다. ICF는 하나의 코드로 특정 건강상태를 분류하는 ICD-10

과 같은 “사건중심의 분류”가 아니다. 개인의 기능수행은 신체, 개인 및 사회적 수준에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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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ICF 분류의 모든 구성요소, 즉 신체 기능과 신체 구조, 활동과 참여 

및 환경요인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항상 가능한 모든 코드를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 사용자는 특정 건강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코드를 선택해야 한다.

관련정보의 코드화

코드화된 정보는 항상 건강상태를 기초하고 있다. 비록 코드를 사용하는데 건강상태와 코드화

된 기능수행과 장애의 측면 사이의 연결을 추적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ICF는 건강 분류이므로 어

떤 건강상태에 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이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보 중 건강상태와 관련된 기능수행 문제와 상관이 없는 정보는 코드화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개인이 건강 외의 이유로 자신의 이웃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관계 형성하기에 대한 활동을 포함하는 d7200 영역을 사용하기엔 적절치 않다. 반대로 개인의 

결정이 건강상태(예: 우울증)와 연결된다면 적용되어야 한다.

기능수행의 특정 수준에 대한 개입이나 만족감에 대한 개인의 감정을 반영하는 정보는 현재 

ICF에서 코드화하지 않는다. 보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코드화할 수 있는 부가적

인 분류척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에 정해진 기간과 관련된 개인의 기능수행 측면만 코드화되어야 한다. 이전 상담과 관련된 

기능과 현재 상담과 관련 없는 기능은 기록하지 않는다.

명시적 정보의 코드화

코드화할 때 사용자는 신체 기능이나 신체 구조의 손상, 활동 제한이나 참여 제약 사이의 상관

관계를 추론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개인이 이동하기의 기능수행에 제한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운동기능에 손상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유사하게 개인이 이동 능력

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로 그 사람이 이동하기 수행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 사용자는 신체 기능과 구조 및 능력과 수행에 대해 각각 분명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정신

기능은 해당 신체 기능이 직접 관찰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기타 관찰에 의한 추론이 필요하다). 

특정 정보의 코드화

건강 및 건강관련 상태는 가장 적절한 ICF 항목을 선택하여 가능한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야맹증이 있는 사람에 대한 가장 명확한 코드는 b21020의 “광 민감도”이다. 하지만 

특정 이유로 인해 이러한 세부 단계를 적용할 수 없다면, 그 계층에서 해당하는 “상위” 코드를 

대신 사용할 수 있다(이 경우 b2102 시각의 질, b210 시각기능 또는 b2 감각기능과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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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코드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 ICF 분류의 전자색인으로 검색 엔진 기능을 제공

하는 ICF 브라우저22)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또한 알파벳 색인도 사용할 수 있다.

3. 환경요인 구성요소의 코드화 규칙

환경요인 구성요소의 코드화와 관련된 3가지 코드화 규칙이 있다.

규칙 1

환경요인은 신체 기능, 신체 구조 및 활동과 참여에 대한 코드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코드화된다.

신체 기능                     

신체 구조                      

활동과 참여                      

환경                      

규칙 2

환경요인은 모든 구성요소에 대해 코드화된다.

신체 기능                        E code                     

신체 구조                        E code                     

활동과 참여                      E code                     

규칙 3

환경요인은 활동과 참여 구성요소의 모든 항목마다 능력과 수행 분류척도로 코드화된다.

수행 분류척도                     E code                      

수행 분류척도                     E code                     

4. 구성요소별 코드화 규칙

4.1 신체 기능의 코드화

정의

신체 기능은 신체 계통의 생리적 기능(심리적 기능 포함)이다. 손상은 현저한 변형이나 손실에 

의한 신체 기능이나 구조의 문제이다.

22) ICF 웹사이트에서 여러 언어로 된 ICF Browser를 다운받을 수 있다: http://www.who.int/classification/i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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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기능에 대한 분류척도의 사용

신체 기능은 손상의 범위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한 개의 분류척도를 사용하여 코드화한다. 

손상의 존재는 손실 또는 결핍, 감소, 부가 또는 과잉, 편위로 확인할 수 있다. 

반신불완전마비가 있는 사람의 경우, 손상은 ‘b7302의 신체의 편측 근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손상의 정도 (제 1 분류척도)

b7302.

손상이 있는 경우 일반적 분류척도를 사용하여 심한 정도를 척도화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

과 같다.

b7302.1 신체의 편측 근력에 가벼운 정도의 손상 (5-24%)

b7302.2 신체의 편측 근력에 중간 정도의 손상 (25-49%)

b7302.3 신체의 편측 근력에 심한 정도의 손상 (50-95%)

b7302.4 신체의 편측 근력에 극심한 정도의 손상 (96-100%)

사전 정의된 기준점 수준(역치수준, 임계수준)에 따라 손상이 없는 경우는 일반적 분류척도의 

“0”의 값으로 표시한다.

b7302.0 신체의 편측 근력에 손상 없음

손상의 심한 정도를 명시하는데 있어 정보가 불충분하다면, “8”의 값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개인의 의무기록에 더 자세한 사항 없이 오른쪽 신체에 힘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면, 아래

의 코드를 적용할 수 있다. 

b7302.8 상세불명의 신체의 편측 근력에 손상

특정 코드를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코드 b650의 월경 기능

은 특정 연령 이하 또는 이상(월경 개시 이전 또는 폐경 이후)의 여성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이러

한 경우에는 “9”를 부여한다.

b650.9 월경기능,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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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기능과 구조의 연관성

신체 기능과 신체 구조의 분류는 상호 대응하도록 고안되어있다. 신체 기능 코드를 사용할 때, 

사용자는 그에 부합하는 신체 구조 코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신체 기능

은 b210-b229의 “시각 및 관련 기능”과 같은 인간의 기본 감각을 포함하고, 구조적 대응은 “눈 

및 관련 구조”로서 s210에서 s230에서 찾을 수 있다.

손상 사이의 상호관계

손상은 다른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근력은 이동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고, 심장기능

은 호흡기능과 관련이 있으며, 지각은 사고기능과 관련이 있다. 

신체 기능의 손상 확인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손상(예: 정신기능)의 경우 사용자는 행동 관찰을 통해 손상을 추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임상에서 표준화된 도구로 기억력을 평가한다면 그 평가에서 실제로 뇌기

능을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검사의 결과에 따라 기억력에 대한 정신기능이 손상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4.2 신체 구조의 코드화

정의

신체 구조는 기관, 팔다리 및 그 구성요소와 같은 신체의 해부학적 부위이다. 손상은 현저한 

변형이나 손실과 같은 신체 기능이나 구조에 생긴 문제이다.

신체 구조 관련 분류척도의 사용

신체 구조는 3가지 분류척도로 코드화한다. 제 1 분류척도는 손상의 범위나 정도를 설명하고, 

제 2 분류척도는 변화의 특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며, 제 3 분류척도는 손상의 위치를 나타낸다.

 손상의 정도 (제 1 분류척도)

 손상의 특성 (제 2 분류척도)

 손상의 위치 (제 3 분류척도)

s7300.

3가지 분류척도에 대한 설명도식을 표 1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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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신체 구조의 관련 분류척도

제 1 분류척도

손상의 정도

제 2 분류척도

손상의 특성

제 3 분류척도

손상의 위치

0 손상 없음

1 가벼운 정도의 손상

2 중간 정도의 손상

3 심한 정도의 손상

4 극심한 정도의 손상

8 상세불명

9 해당 없음

0 구조 변화 없음

1 완전 부재

2 부분 부재

3 부분 추가

4 이상 크기 

5 불연속

6 이상 정렬

7 체액 축적을 포함한 신체 구조의 

질적 변화

8 상세불명

9 해당 없음

0 한 곳 이상의 부위 

1 오른쪽

2 왼쪽

3 양쪽

4 앞쪽

5 뒤쪽

6 몸쪽

7 먼쪽

8 상세불명

9 해당 없음

4.3 활동과 참여 구성요소의 코드화

정의

활동은 개인이 과제나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참여는 생활의 상황에 관여하는 것이다. 활동 

제한은 개인이 활동을 실행하는 동안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다. 참여 제약은 개인이 생활의 상황

에 관여하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다. 

활동과 참여 분류는 영역의 단일 목록이다.

능력과 수행 분류척도의 사용

활동과 참여는 두 가지 분류척도로 코드화한다. 수행 분류척도는 마침표 다음의 첫 번째 자릿수

를 사용하고, 능력 분류척도는 마침표 다음의 두 번째 자릿수를 사용한다. 활동과 참여 목록에서 

특정 영역을 구분하는 코드와 두 개의 분류척도가 기본적인 정보배열을 형성한다.

 손상의 정도 (제 1 분류척도)

 보조 없는 능력 분류척도 (제 2분류척도)

d4500.

     정보배열

수행 분류척도는 개인이 본인의 현재 환경에서 수행하는 것을 설명한다. 현재 환경은 사회적 배경에서 

제공되므로 이 분류척도에 의해 기록된 수행은 사람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실제 배경에서의 “생활 상황에 

관여” 또는 “삶의 경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은 환경요인, 즉 물리적, 사회적 및 태도적 

측면 모두를 포함한다. 이러한 현재 환경의 특징은 환경요인 분류를 사용하여 코드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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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분류척도는 과제나 행위를 수행하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 이 구성개념은 개인이 정해

진 시간과 할당된 영역 안에서 성취할 수 있는 최상의 기능수행 수준을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인의 최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이 개인의 능력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

향력을 상쇄해주는 “표준화된” 환경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표준화된 환경은 a) 능력 평가를 위한 

검사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실제 환경, 또는 b) a)의 환경이 불가능할 경우, 이와 동일하

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는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을 “동일한” 환경 또는 “표준화된” 환경이

라 한다. 그러므로 능력 구성개념은 환경적으로 적응된 개인의 능력을 반영한다. 그리고 각국 모

든 사람들의 국제적인 비교에 있어 이러한 적응이 동일해야 한다. “동일한” 또는 “표준화된” 환경

의 특징은 환경요인 분류를 통해 코드화할 수 있다. 능력과 수행 간의 차이는 현재의 환경과 표준

화된 환경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차이를 반영하며, 이는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인의 환경

에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용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보조가 없는 능력 분류척도는 보조 장치나 활동 보조에 의해 강화되지 않은 개인의 

실제 능력을 설명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수행 분류척도는 개인의 현재 환경에 대한 것으로 보조 

장치나 활동 보조 또는 장해요인의 여부를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촉진요인 또는 장해요인의 특성

은 환경요인 분류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선택적 분류척도

제 3 분류척도와 제 4 분류척도(선택적)의 사용으로 사용자들에게 보조가 있는 경우의 능력과 

보조가 없는 경우의 수행을 코드화할 수 있다. 

 손상의 정도 (제 1 분류척도)

 보조 없는 능력 분류척도 (제 2 분류척도)

 보조 있는 능력 분류척도 (제 3 분류척도)

 보조 없는 능력 분류척도 (제 4 분류척도)

d4500.

정보배열 선택

(기본)

부가적 분류척도

다섯 번째 자릿수는 관여의 만족도나 주관적 만족도에 대한 분류척도와 같이 향후 개발될 분류

척도를 위해 미리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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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의 정도 (제 1 분류척도)

 보조 없는 능력 분류척도 (제 2 분류척도)

 보조 있는 능력 분류척도 (제 3 분류척도)

 보조 없는 능력 분류척도 (제 4 분류척도)

 부가적 분류척도 (제 5 분류척도)

d4500.

정보배열 선택적 부가(개발 중)

(기본)

능력과 수행 분류척도는 모두 다음 척도에 따라 보조장치나 활동 보조의 유무 상태에 모두 사용

될 수 있다. 

xxx.0 어려움 없음

xxx.1 가벼운 정도의 어려움

xxx.2 중간 정도의 어려움

xxx.3 심한 정도의 어려움

xxx.4 극심한 정도의 어려움

xxx.8 상세불명의 어려움

xxx.9 해당 없음

수행 분류척도 및 능력 분류척도의 사용

수행 및 능력 분류척도는 각 항목의 목록에 따라 사용된다. 그러나 각 사례마다 보고되는 정보

는 다르다. 두 가지 분류척도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그 결과는 두 구성개념의 집합체이다. 

d4500.2_

d4500.21 →

d4500._1

하나의 분류척도만 사용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분류척도 자리에는 .8이나 .9로 기록하지 않고 

빈 칸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이는 .8이나 .9로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분류척도를 가지는 

것으로 해당 분류척도를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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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및 능력 분류척도의 적용 예시

d4500 단거리 걷기

수행 분류척도에서 이 영역은 다양한 지지면 위를 걷거나 여러 가지 조건 즉 지팡이, 보행기 

또는 기타 보조도구를 이용하여 걷기와 같이 개인의 환경에서 1km 이내의 거리를 걸어서 다니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산업재해로 다리를 잃어 지팡이를 사용하긴 하지만 생활지역 내 인도

가 매우 경사지고 미끄러워 이동하는 데 중간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수행은 다음과 같이 

코드화할 수 있다. 

d4500.2   단거리 걷기에서 중간 정도의 수행 제약 

능력 분류척도에서 이 영역은 보조 없이 이동하는 개인의 능력을 나타낸다. 다양한 환경이 미치

는 여러 가지 영향력을 상쇄하기 위해 능력을 “표준화된” 환경에서 평가된다. 표준환경은 a) 능력 

평가를 위한 검사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실제 환경, 또는 b) a)의 환경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동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가정된 환경이다. 예를 들면, 앞에서 언급한 사람의 

경우 표준환경(예: 경사가 없는 평지에서 걷기)에서 지팡이 없이 걷기에 대한 실제 능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은 다음과 같이 코드화할 수 있다.

d4500.  3 단거리 걷기에서 심각한 능력 제한

ICF 사용자가 수행 또는 능력 분류척도를 사용하는 동안 현재 환경이나 표준환경을 명확히 제

시하고자 한다면 환경요인 분류를 사용해야 한다(위의 3구역에서 환경요인의 코드화 규정 참조).

4.4 환경요인의 코드화

정의

환경요인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삶을 수행하는 데 있어 물리적, 사회적 및 태도적 환경을 구성한다.

환경요인의 사용

환경요인은 ICF 분류에서 제 2 부(배경요인)의 구성요소이다. 기능수행의 각 구성요소마다 환

경요인이 고려되어야 하며 부록 2의 3에서 설명된 세 가지 규칙 중 한 가지에 따라 코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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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요인은 설명하고자 하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코드화한다. 예를 들어, 점자가 

없는 도로경계석은 휠체어 사용자에게 촉진요인으로 코드화되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장해요인으

로 코드화된다.

분류척도는 한 요인이 촉진요인 또는 장해요인으로서의 정도를 나타낸다. 환경요인이 왜 촉진

요인 또는 장해요인이 되며, 어느 정도 작용하는 가에 대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촉진요인의 경우 

코드화하는 사람은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접근이 일정한지 가변적인지, 질적으로 좋은지 나쁜지 

등의 사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장해요인으로 코드화하는 경우에는 각 요인이 개인을 얼마나 

자주 방해하는지, 방해 정도가 큰지 작은지, 또는 피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이 있다. 아울러 

환경요인의 존재(예: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 또는 부재(예: 필요한 서비스의 이용 불가능)는 

모두 장해요인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사람의 건상상태에 따라 환경요인이 그 사람의 삶

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향후의 연구가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들 요인에 대한 제 2 분류척도의 유용성을 보여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우에 따라서 가난, 개발, 도시나 농촌상황 또는 사회 자본과 같은 다양한 환경요인들은 하나

의 용어로 요약될 수 있다. 요약된 용어들은 분류에 포함되지 않으나 코드화하는 사람은 구성 요

인을 분리해서 코드화해야 한다. 각각의 요약된 용어를 구성하는 명확하고 일관적인 환경요인 분

류세트가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제 1 분류척도

다음은 환경요인이 장해요인 또는 촉진요인으로 작용하는 정도에 대한 부정척도와 긍정척도이

다. 다음과 같이 마침표나 분리표시만 있으면 장해요인을 의미하고, +는 촉진요인을 의미한다.

xxx.0 장해요인 없음 xxx+0 촉진요인 없음

xxx.1 가벼운 정도의 장해요인 xxx+1 약간의 촉진요인

xxx.2 중간 정도의 장해요인 xxx+2 중간 정도의 촉진요인

xxx.3 심한 장해요인 xxx+3 상당한 촉진요인

xxx.4 극심한 장해요인 xxx+4 완전한 촉진요인

xxx.8 상세불명의 장해요인 xxx+8 상세불명의 촉진요인

xxx.9 해당 없음 xxx+9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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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 참여 목록의 적용

부록3

활동과 참여의 구성요소는 다양한 행위와 생활범위를 나타내는 영역에서의 중립적 목록이다. 

각 영역에는 일반적인 항목에서부터 세부적인 항목까지 각각 다른 단계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예: 제4장의 이동 영역은 d450 걷기,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항목 d4500 단거리 걷기와 같은 

하위 항목). 활동과 참여 영역에 대한 목록은 개인적 차원 및 사회적 차원에서 모두 코드화할 수 

있는 기능수행의 전체범위를 포함한다. 

서론에서 제시한 것처럼 목록은 다음과 같이 ICF에서 정의하는 “활동”과 “참여”에 대한 구체적

인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건강의 맥락에서:

활동은 개인이 과제나 행위를 실행하는 것이다.

참여는 생활 상황에 관여하는 것이다.

영역 목록에서 활동(a)과 참여(p) 사이의 관련성을 구조화하는 네 가지의 다른 방법이 있다.

(1) 활동영역과 참여영역의 고유 세트(중복되지 않음)

활동(개인이 행하는 과제 또는 행위)만으로 특정 항목세트를 코드화하고, 참여(생활 상황에 관

여)만으로 다른 항목세트를 코드화한다. 그러므로 두 세트는 상호배타적이다.

이 방법에서 사용자는 활동 항목세트와 참여 항목세트를 결정한다. 항목은 활동 또는 참여중 

하나에 해당되며, 동시에 두 군데 모두 중복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영역은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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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학습과 지식적용

a2 일반적 과제와 요구

a3 의사소통

a4 이동

p5 자기관리

p6 가정생활

p7 대인상호작용과 대인관계

p8 주요 생활영역

p9 지역사회생활, 사회생활 및 시민생활

방법(1) 구조에 대한 코드화

a 항목 코드. qp qc (a 항목은 활동항목으로 간주)

p 항목 코드. qp qc (p 항목은 참여항목으로 간주)

qp는 수행 분류척도를 의미하며 qc는 능력 분류척도를 의미한다. 수행 분류척도를 사용한다면 

활동 또는 참여 항목으로 표시되는 항목은 수행 구성개념의 관점에서 설명되고, 능력 분류척도를 

사용한다면 활동 또는 참여 항목으로 표시되는 항목은 능력 구성개념을 사용하여 설명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방법(1)은 서로 겹치지 않고 불필요한 중복이 없는 정보배열을 보여준다.

(2) 활동영역과 참여영역 세트 사이의 부분적 중복

이 방법에서 항목세트는 활동과 참여 항목 모두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동일한 항목이 개인적(개

인이 행하는 과제 또는 행위)으로 해석될 수 있고 또한 사회적(생활상황에 관여)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예시 : 

a1 학습과 지식적용

a2 일반적 과제와 요구

a3 의사소통 p3 의사소통

a4 이동 p4 이동

a5 자기관리 p5 자기관리

a6 가정생활 p6 가정생활

p7 대인상호작용과 대인관계

p8 주요 생활영역

p9 지역사회생활, 사회생활 및 시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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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2) 구조에 대한 코드화

이 구조에서는 항목을 코드화하는 방법에 제한이 따른다. “중복”이 되는 항목은 동일한 분류척

도(제 1 수행 분류척도나 제 2 능력 분류척도)이므로 다른 값을 가질 수 없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 항목.1  또는 a 항목.  1

p 항목.2 p 항목.  2

이 방법을 선택한 사용자는 중복되는 항목에 있어서 코드들을 활동으로 코드화하고 참여로는 

코드화하지 않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 여긴다. 하지

만 정보배열에 지정된 분류척도의 자리에 하나의 단일코드가 기입되어야 한다.

(3) 중복 유무에 관계없이 활동으로서의 세부 항목 및 참여로서의 광범위한 항목

영역에 대한 활동과 참여의 정의를 적용하는 또 다른 접근방식은 영역 내에서 보다 보편적이거

나 광범위한 항목들(예: 장의 제목과 같은 제 1 단계 항목)은 참여로 간주하고, 보다 세부적인 항

목들(예: 제 3 또는 제 4 단계 항목)은 활동으로 간주한다. 이 방식은 광범위하거나 세부적인 차이

라는 관점에서 일부 또는 전 영역의 항목을 구분한다. 사용자는 일부 영역에 대해 전적인 활동(세

부 영역의 모든 수준)이나 전적인 참여로 간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d455 이동하기 항목이 참여의 구성요소로 해석된다면, d4550 기기 항목은 활동으

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는 한 항목이 활동 구성요소이면 그 

항목은 참여 구성요소가 될 수 없는 (a) “중복이 없다” 또는 일부 사용자는 활동에서 전체 목록을 

사용하고, 참여에서는 광범위한 제목만 사용하기 때문에 (b) “중복이 있을 수 있다”로 나뉜다. 

방법(3) 구조에 대한 코드화

방법(1) 또는 방법(2)와 유사하다. 

(4) 활동과 참여의 모든 영역에서 중복하여 동일한 영역 사용

이 방법에서는 활동과 참여 목록 내의 모든 영역이 활동 구성요소 및 참여 구성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모든 항목은 사회적 기능수행(참여)뿐만 아니라 개인적 기능수행(활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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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d330의 말하기는 활동 구성요소 및 참여 구성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성대절제를 

한 사람은 보조장치를 사용하여 말을 할 수 있다. 이 사람을 능력과 수행 분류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한다면 다음과 같다. 

제 1 분류척도

수행에서 중간정도의 어려움(개인적 스트레스나 타인의 태도와 같은 배경요인에 기인할 수 

있음) ➜ 2

제 2 분류척도

보조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능력에 있어 심한 어려움 ➜ 3

제 3 분류척도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능력에 있어 가벼운 정도의 어려움 ➜ 1

ICF 정보배열에 따라 이 사람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코드화되어야 한다.

d330.231

방법(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코드화할 수도 있다.

a330.231

p330.2

방법(4)에서 수행과 능력 분류척도를 모두 사용한다면 ICF 정보배열의 동일한 자리에서 활동에 

대한 값과 참여에 대한 값으로 두 가지 값을 가진다. 만일 이들 값이 동일하다면, 문제없이 중복성

만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 값이 다르다면 WHO의 공식적인 코드화 방식이 아래와 같으므로 사용

자는 정보배열 관련 코드 결정 규칙을 개발해야 한다.

d 항목 qp qc

이러한 중복성을 보완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은 능력 분류척도를 활동으로, 수행 분류척도를 참

여로서 간주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생활상황 관여” 항목을 정확히 나타내는 참여 구성요소와 관련된 부가적 분류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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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ICF 사용과 경험적 데이터 생성은 다양한 ICF 분류 사용자들이 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근거로서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활동과 참여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이 다양한 상황, 여러 국가 및 다양한 목적에 따라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으므로, 이는 향후 ICF 개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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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예시

부록4

다음은 ICF 개념을 적용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본 사례를 통해 사용자가 ICF 분류의 기본 

개념 및 구성에 대한 취지와 이의 적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WHO의 교육 매뉴얼과 교육과정을 참조하기 바란다.

능력제한과 수행문제가 없는 손상

손톱이 없이 태어난 아이가 있다. 이 기형은 구조적인 손상은 있지만, 손기능이나 손으로 수행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아이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 마찬가지로, 이 기형으로 인해 놀림

을 받거나 놀이에서 제외되는 것과 같은 수행문제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능력제한이

나 수행문제가 없다.

능력제한은 없으나 수행문제가 있는 손상

당뇨병에 걸린 아이는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의 기능에 손상이 있다. 당뇨병은 인슐린 약물로 

조절될 수 있다. 신체 기능(인슐린의 수준)이 조절된다면 손상과 관련된 능력에는 제한이 없게 된

다. 그러나 당뇨병에 걸린 아이는 설탕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뭔가를 먹을 경우 친구나 

또래와 어울릴 때 수행에 문제를 경험하기 쉽다. 적절한 음식의 결핍은 장해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능력에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음식이 제공되도록 대책이 마련되

지 않는다면 현재 환경에서 사회화에 대한 관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또 다른 예는 다른 신체적 문제는 없으나 얼굴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이다. 이러한 외모

적인 문제는 능력에 제한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백반증을 나병으로 오해하고 전염성으로 

간주한 환경에서 이 사람이 생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현재 환경에서 이러한 부정적 태도는 대

인상호작용의 심각한 수행에 문제를 유발하는 환경적 장해요인이 된다.

능력제한이 있으며 환경에 따라 수행문제 여부가 달라지는 손상

지적 발달에서 현저한 변이는 정신손상이다. 이는 개인의 다양한 능력에서 일부 제한을 야기한

다. 반면 환경요인은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개인의 수행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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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이 있는 아이에게 일반인과 비교하여 기대치가 높지 않은 환경에서 단순하고 반복적이지만 

꼭 해야 할 과제가 주어진다면 그 아이는 어려움을 거의 경험하지 않는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 

아이는 다른 생활상황에서도 과제를 잘 수행할 것이다. 

유사한 아이가 경쟁적이고 학업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환경에서 성장한다면, 위의 아이에 

비해 다른 생활의 상황에서 더 많은 수행문제를 경험할 것이다.

이들 사례 예시는 두 가지 쟁점을 강조한다. 첫째, 개인의 기능수행을 비교하는 모집단 기준이

나 표준은 실제의 현재 환경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환경요인의 존재 유무가 그 기능수

행에 영향을 미치는 촉진 또는 저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능력제한은 없지만, 여전히 수행문제를 유발하는 과거의 손상

급성 정신질환에서 회복되었지만 “정신병 환자”로 오해를 받는 사람이라면, 본인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이러한 부정적 태도로 인해 취업이나 대인상호작용 영역에서 수행문제를 겪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취업 및 사회생활에 관여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유사한 수행문제를 유발하는 상이한 손상 및 능력제한

첫 번째 사람은 손상의 정도(사지마비)가 직장에서의 업무(예: 자판이 있는 컴퓨터 사용) 수행이 

불가능하게 보이기 때문에 직장에 채용되지 못할 수 있다. 그 직장은 이 사람이 직장 업무를 수행

하도록 돕는 필요한 적응시설(예: 자판을 대체하는 음성인식 소프트웨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

문이다. 

사지마비 정도가 심하지 않은 두 번째 사람의 경우, 장애인 고용 정족수가 채워졌다는 이유로 

필요한 직장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채용되지 못할 수 있다.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세 번째 사람의 경우, 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직장 

환경에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활동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채용되지 못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직장에 채용되어 작업 환경에서 직장 업무를 수행할 능

력이 있고 그 업무들을 실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경우 직장 내 휴게소 이용이 불가

능하여 직장 동료들과 대인상호작용 영역에서 수행문제를 가질 수 있다. 직장에서 이러한 사교 

관련 수행문제가 승진의 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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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네 사람은 모두 자신의 건강상태 또는 손상과 상호작용하는 서로 다른 환경요인에 기인하

여 고용 영역에서 수행문제를 경험한다. 첫 번째 사람의 경우, 환경적 장해요인은 직장 시설의 

부족과 부정적 태도를 포함한다. 두 번째 사람의 경우,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직면한

다. 세 번째 사람은 건물 환경에 대한 접근성 어려움에 직면하며, 마지막 사람은 장애에 대한 일반

적인 부정적 태도에 직면한다.

능력제한 없이도 뚜렷한 수행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의심되는 손상

에이즈 환자들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건강하지만 주기적으로 HIV 검사를 

받아야한다. 이 사람은 능력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에이

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그 사람을 피한다. 이는 그 사람의 사회적 상호

작용과 지역사회생활, 사회생활 및 시민생활 영역에서 심각한 수행문제를 유발한다. 이 사람은 

자신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부정적 태도에 의해 참여에 제약을 받는다. 

현재까지 ICF에서는 분류되지 않았지만 수행문제를 유발하는 손상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다. 45세의 여성으로 최근 검사를 받은 결과 유방암 위

험 유전자코드가 발견되었다. 그녀는 신체 기능이나 구조상의 문제 또는 능력제한이 없으나, 유방

암 위험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보험회사로부터 건강보험 가입이 거부되었다. 이 사람은 

건강보험회사의 정책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영역에서 수행이 제한된다.

추가 예시

10세의 남자아이가 “말더듬” 진단 소견으로 언어치료사에게 의뢰되었다. 검사과정에서 구어의 

막힘, 구어 내 및 구어 간 가속화, 구어 동작 타이밍의 문제, 부적절한 구어 리듬이 발견되었다(손

상). 아이는 학교에서 소리 내어 읽기나 대화에 문제가 있으며(능력제한), 집단 토론을 하는 동안

에는 참여하고 싶지만 아무런 주도권도 잡지 못한다(여러 사람과의 대화 영역에서 수행문제). 이 

아이는 정연하게 대화를 전개하는 사회적 기준과 관례로 인해 집단에서 대화에 참여하는 데 제한

을 받는다.

4개월 전에 편타 손상을 받은 40세 여성은 목의 통증, 심한 두통, 현기증, 근약화 및 불안에 

대해 호소한다(손상). 이 여성은 걷기, 요리, 청소, 컴퓨터 사용 및 운전에서 그녀의 능력에 제한이 

있어(능력제한), 담당 의사와의 상담에서 이러한 증상들이 완화될 때까지 정시 출퇴근하는 일자리

로 복귀하는 것을 미루는 데 서로 동의하였다(고용 영역에서 수행문제). 그녀의 현재 환경에서 직

장의 정책상 작업 시간을 조정할 수 있거나 특히 증상이 악화될 때는 휴가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가정에서 작업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고용 영역에서의 수행이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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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F와 장애가 있는 사람

부록5

ICF 개정 과정은 시작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과 장애인 단체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특히 국제 

장애인 연맹은 개정 과정에 있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ICF에 이러한 중요한 노력을 

반영하였다.

WHO는 기능 및 장애 분류에 대한 개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과 장애인 기관의 참여가 중요하

다고 인지한다. 분류로서 ICF는 과학적, 임상적, 행정적 및 사회적 정책의 다양한 차원에서 모든 

장애의 평가와 측정에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ICF가 장애가 있는 사람의 권익침해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부록 6의 윤리지침 참조).

특히 WHO는 최선으로 노력한다 하더라도 분류에서 사용된 용어들이 사람에게 낙인을 찍거나 

라벨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개정 초기 과정에서 

“핸디캡”(영어에서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이라는 용어를 완전히 삭제하고, “장애”를 구성요소의 

명칭이 아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로서 사용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기능적인 제한 또는 제약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표현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ICF는 사람과 그 사람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 결과로 초래된 다차원적 현상을 나타내기 위해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한 개인을 지칭할 때 일부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용어 사용을 선호하는 반

면, 다른 사람들은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이러한 차이에서 WHO가 채택하는 일반적

인 방법은 없다. 따라서 ICF가 엄격하게 한 가지의 접근법만을 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ICF는 사람에 대한 분류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ICF는 개인의 생활상황

과 환경적 영향의 배경 내에서 사람들의 건강특성을 분류하는 것이다. 건강특성과 배경요인 사이

의 상호작용이 장애를 초래되므로 개인을 손상, 활동 제한 또는 참여 제약만으로 축소하거나 특징

지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ICF 분류에서는 “정신 장애인” 대신 “학습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사용한다. ICF는 건강상태 또는 장애 용어를 사용하여 사람을 지칭하는 것을 피하고, 용어가 긍정

적이지 않다면 중립적이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서 이러한 원칙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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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라벨화의 합성 문제를 감안하여, ICF에서 사용하는 항목들은 경시, 

낙인 및 부적절한 의미적 표현을 피하기 위해 중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용어의 

정화”라고 불릴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한다.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부정적 속성과 그에 대한 타인의 

반응은 그 상태를 정의할 때 사용한 용어와는 무관하다. 장애가 어떤 식으로 불릴지라도 이와는 

무관하게 장애는 존재한다. 이 문제는 언어적 쟁점일 뿐만 아니라 주로 장애에 대한 타인과 사회적 

태도에 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의 용어와 정확한 분류의 사용이 필요하다. 

WHO는 분류와 평가가 장애가 있는 사람의 권리의 박탈이나 차별이 아닌, 권리의 강화에 이바

지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장애가 있는 사람 스스로가 모든 분야에서 ICF의 사용과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연구자, 

관리자 및 정책입안자와 같이 장애가 있는 사람도 ICF 분류에 근거한 프로토콜 및 도구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ICF는 어떠한 주장을 옹호하는 데 수반하는 근거에 대한 강력한 도구로

서 잠재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신뢰･비교 가능한 데이터 기반 사례를 통해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 장애가 건강상태 또는 손상의 결과뿐만 아니라 환경 장해요인의 결과라는 정책적인 개념은 

연구 주제와 타당성 있고 신뢰성 있는 근거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근거는 전 세계에서 장애

가 있는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

또한 ICF 사용으로 장애 지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장애 지원의 주된 목적은 장애가 있는 사람

의 참여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ICF는 장애의 주된 “문제”가 환경에

서 장해요인의 존재인지 또는 촉진요인의 부재인지, 개인의 능력 제한인지 또는 일부 요인들의 

조합 형태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적합한 중재를 적용할 수 있고, 참여수

준에 대한 효과를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으므로, 근거기반의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여 장애 지원

의 전반적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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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F 사용 윤리지침

부록6

모든 과학적 도구는 오용되거나 남용될 수 있다. 따라서 ICF와 같은 분류 체계가 사람들에게 

유해한 방법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부록 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CIDH의 개정 과정 시작에서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과 장애인 지원 기구들이 참여하였

으며, 그들의 의견은 ICF에서 사용하는 용어, 내용 및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이끌었다. 부록 6은 

ICF의 윤리적인 사용을 위한 몇 가지 기본 지침을 제시한다. 한편 어떠한 지침도 ICF 분류 또는 

그 외 과학적 도구의 사용 시 모든 형태의 잘못된 사용을 예측하거나, 그 문제에 대한 지침만으로 

잘못된 사용을 방지할 수는 없으므로 본 지침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하지만 다음 지침을 숙지한다

면 ICF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경시하거나 유해한 방법으로 사용될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존중과 비밀유지

(1) ICF는 항상 개인의 고유한 가치와 자율권을 존중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2) ICF는 사람을 라벨화하거나 단순히 하나 이상의 장애 항목만으로 사람을 파악하는 데 사용

되어서는 안 된다. 

(3) ICF는 임상에서 기능수행 수준이 분류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충분한 지식, 협조 및 동의하

에 항상 사용되어야 한다. 개인의 인지 능력 제한으로 참여가 어렵다면 대리인이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4) ICF를 사용하여 코드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로 간주되며, 비밀보장 원칙에 따라 데이터는 적

합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ICF의 임상 적용

(5) 임상가는 개인 또는 대리인에게 ICF의 사용 목적을 설명해야 하며, 개인의 기능수행 수준 

분류를 위해 ICF 사용의 적합성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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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능수행 수준 분류 대상자(또는 대리인)는 참여할 기회가 최대한 주어져야 하며, 특히 사용

된 항목과 적용된 평가의 적합성에 대해 이의 제기나 확인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7) 분류를 통해 나타난 문제는 개인의 건강상태와 본인이 생활하는 물리적, 사회적 배경의 결

과이므로 ICF는 전인적 관점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ICF 정보의 사회적 적용

(8) ICF 정보는 자신의 선택과 삶의 조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의 협조와 함께 가능한 

최대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9) ICF 정보는 개인의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정책 및 정치적 변화를 모색

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10) ICF와 이의 사용으로 파생된 모든 정보는 기존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의 

법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11) ICF에서 동일하게 분류된 개인도 여러 측면에서 다를 수 있다. ICF 분류에 기초한 법률과 

규정들은 개인을 의도된 것 이상으로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같은 기능수행 수준으로 분류

된 사람들도 각각의 개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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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과정 요약

부록7

ICIDH 개발

WHO는 1972년에 질병의 결과와 관련된 예비분류 체계를 개발하였다. 몇 개월 후, 두 가지 

핵심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제안되었다. 이 두 가지 원칙은 첫째, 손상과 

손상으로 야기되는 결과(기능적 결과와 사회적 결과)의 차이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고 

둘째, 데이터의 다양한 측면이나 축은 각기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접근방식은 병렬적 분류이지만 다수의 별개로 구성되어있으며, 복합 축(병인, 해부, 병리 등)이 

단일 자릿수만을 사용하는 계층적 체계로 통합되었다는 점에서 ICD의 방식과 대조를 이룬다. 

ICD 기본구조의 원칙과 양립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제안이 완전히 수용될 가능성을 분석하였고, 

동시에 질병 결과에 적용되는 용어들을 체계화하는 사전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 제안은 1973년 

비공식적으로 배포되었으며, 재활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단체에 협력을 요청하였다.

손상과 핸디캡에 대한 개별 분류는 1974년에 배포된 이후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러 

의견을 수집･분석하여 최종 제안서가 개발되었으며, 이는 1975년 10월 국제질병분류 제9차 개정

을 위한 국제회의에 검토사항으로 제출되었다. 1976년 5월 제29차 세계보건총회(WHA)는 이 제

안서를 WHA29.35 결의안으로 채택하였다. 결의안은 국제질병분류의 필수 부분이 아닌 보충자

료로서 손상 및 핸디캡의 추가적 분류에 대한 시범용으로 출판을 승인받아, ICIDH 제1판이 

1980년에 발행되었으며, 1993년에 서문을 추가하여 재발행 되었다.

ICIDH 개정 초기 단계

1993년에 ICIDH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잠정적으로 ICIDH-2로 알려진 개정판을 위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ICIDH-2는 다양한 국가, 분야 및 보건관리 영역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 활용가

능 해야 한다.

• ICIDH-2는 건강상태의 결과에 대한 의미 있는 설명으로 실무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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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IDH-2는 보건의료의 요구를 파악하고 중재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것과 같은 실무에 유용해

야 한다(예: 예방, 재활, 사회적 행위).

• ICIDH-2는 질병이나 이상의 관점이 아닌 장애발생 과정과 같은 건강상태의 결과를 객관적으

로 평가, 기록, 대응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견해를 제시해야 한다.

• ICIDH-2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번역 가능해야 하고, 서로 다른 문화나 보건의

료 시스템에 적용 가능해야 한다).

• ICIDH-2는 WHO 분류군과 상호보완적으로 사용 가능해야 한다.

프랑스협력센터는 손상 분야와 언어, 말하기 및 감각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과제를 수행

하였다. 네덜란드협력센터는 분류에서 장애와 이동에 대한 검토 및 문헌 검토를 제안 받았고, 북

아메리카협력센터는 핸디캡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두 개의 특별위원회가 정신건강 및 

아동 관련 쟁점에 대한 안을 제시하였다. 1996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ICIDH-2 개정 회의에서 

여러 제안을 통합한 알파초안이 개발되었으며, 모의 필드 테스트가 진행되었다. 1996년 회의에서

는 개별 영역이 아닌 초안 전체에 근거하여 개정을 수행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리고 1996년 5월에

서 1997년 2월까지 협력센터와 특별위원회에 알파초안을 배포하고 이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WHO 본부에서 수집․분석하였다. 또한 의견 수집을 장려하기 위해 개정 관련 주요 쟁점이 정리된 

기본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개정 과정 동안 논의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 3단계 분류 즉, 손상, 장애 및 핸디캡의 분류는 유용하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제안이 여전히 이론적 개발과 실증적 평가 단계에 있지만 배경･환경요인의 포함도 고려되어

야 한다.

• 손상(I)･장애(D)･핸디캡(H) 사이의 상호작용과 적절한 관계는 논의의 쟁점이었다. ICIDH의 

1980년 버전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점과 손상에서 장애, 장애에서 

핸디캡이라는 한 방향으로의 진행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다. 개정 과정에서 대체할 만한 

몇 가지 도식이 제안되었다.

• ICIDH-1980은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였다. 개정판은 세부 사항을 추가하기보

다는 간소화를 지향하였다.

• 배경 요인(외부적-환경요인/내부적-개인요인): 핸디캡 과정의 주요 구성요소인 배경요인은 

ICIDH 내에 부가적인 체계로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에 사회적, 물리적 요인과 손상, 

장애 및 핸디캡과의 관계는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이들 요인은 ICIDH 내에서 별개의 

관점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환경요인의 분류는 국가 상황의 분석과 국가 차원

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 손상은 기초 생물학적 기전에 대한 지식 발달이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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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목표는 문화적 적용 가능성과 보편성에 두어야 한다.

• 교육 및 관련자료 제시의 개발 또한 개정 과정의 주된 목표였다.

ICIDH-2 Beta-1과 Beta-2 초안

1997년 3월 지난 몇 년에 걸쳐 수집된 제안들을 통합하여 베타1 버전의 초안이 작성되었고, 

1997년 4월에 열린 ICIDH 개정 회의에 제출되었다. 그리고 회의의 결정사항이 포함된 후 

ICIDH-2 베타1 버전이 1997년 6월 필드테스트용으로 발행되었다. 베타1 버전 필드테스트에서 

수집한 모든 데이터와 피드백을 바탕으로 1999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베타 2 버전 초안이 작성

되었다. 작성된 초안은 1999년 4월에 런던에서 개최된 ICIDH-2 연례회의에 제출되어 논의되었

다. 이후, 1999년 7월에 회의 결정사항이 포함된 베타2 버전이 필드테스트용으로 발행되었다. 

필드테스트

베타1 버전에 대한 필드테스트는 1997년 6월에서 1998년 12월까지 실시되었고, 베타1 버전 

필드테스트는 1999년 7월에서 2000년 9월까지 실시되었다.

필드테스트는 건강상태(국제질병분류, 간호분류 및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를 사용함)를 분

류하는 데 관련되는 건강보험, 사회보장, 노동, 교육 및 기타 분야와 같은 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WHO 회원국으로부터 가능한 폭넓은 참여를 끌어내었다. 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필드테스트는 지속적인 개발, 협의, 피드백, 업데이트 및 

시험으로 구성되었다.

베타1 버전과 베타2 버전의 필드테스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 번역 및 언어적 평가

• 항목 평가

• 합의회의 및 개인의 기본 질문에 대한 응답

• 조직 및 개인별 피드백

• 선택 테스트

• 사례 평가(실례 또는 사례요약)의 실현가능성 및 신뢰도

• 기타(예: 초점집단 연구)

필드테스트에서는 다문화와 다영역에 걸친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50개국 이상 1,800여명의 

전문가들이 필드테스트에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는 개별적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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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IDH-2 최종 전 버전

베타2 버전 필드테스트 데이터와 각 협력센터 및 WHO의 측정과 분류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협의안에 근거하여, 2000년 10월 ICIDH-2 최종 전 버전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2000년 11월 개정 회의에 제출하였다. 회의의 결정사항이 포함된 ICIDH-2 최종 전 버전(2000

년 12월)이 2001년 1월 WHO 이사회에 제출되었으며, 이후 2001년 5월 제54차 세계보건총회

에 ICIDH-2의 최종안이 제출되었다.

최종버전 승인

최종 초안에 대한 논의 후,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라는 명칭으로 2001년 5월 WHA54.21 

결의안을 통해 새로운 분류로 승인받았다. 결의안은 다음과 같다. 

제 54차 세계보건총회에서는 

1. ICIDH 개정판을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 이후 ICF로 사용)로 승인한다.

2. 회원국들이 자국의 특수 상황과 향후 개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구, 감시 및 보고에 ICF를 

타당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3. ICF 활용을 위해 회원국의 요청이 있다면 지원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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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F의 향후 방향

부록8

ICF의 사용은 실용적 활용 여부에 크게 달려있다. 이는 수요 결과에 근거한 지표를 통해 보건 

서비스 수행에 대한 척도로서 사용하거나, 국가 간 비교를 통해 계획 및 연구를 위한 요구와 자원

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문화에 걸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CF는 직접적인 정책적 

도구는 아니다. 그러나 ICF 사용은 보건정책 수립을 돕는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사람의 기회평등

을 장려하며, 장애에 대한 차별 대항을 지원함으로써 정책 결정에서의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ICF 버전

다양한 사용자들의 요구가 다르다는 관점에서, ICF는 다양한 형식과 버전으로 출시될 것이다. 

주요 분류

ICF에서 두 개의 부와 그 구성요소는 세부항목의 수준을 다양화하기 위한 여러 사용자들의 요

구를 충족시키도록 두 가지 버전을 제시한다. 

첫 번째 버전은 전체(상세)버전으로 모든 분류 단계를 제공하고 각 구성요소마다 9,999개의 항

목까지 추가할 수 있으나 그보다 훨씬 적은 수의 항목이 사용되어 왔다. 전체버전 항목은 요약 

정보가 필요한 경우 요약(간결)버전으로 축약될 수 있다.

두 번째 버전은 요약(간결)버전으로 각 구성요소 및 영역에서 2단계 항목까지 제공한다. 이들 

용어의 정의, 포함 및 제외도 제공된다.

특정 목적용 버전

(a) 임상용 버전: 이 버전은 다양한 임상 현장(예: 작업치료)에서 ICF 사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

다. 코드화와 용어에 대해 전체버전을 기초로 하지만 현장에 맞는 평가 및 임상적 설명에 

대한 지침과 같은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특정 분야(예: 재활,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재구성될 수 있다.

(b) 연구용 버전: 이 버전은 임상용 버전 방법과 유사하게 특정 연구에 대한 요구에 맞게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정확하고 조작적인 정의를 제공할 것이다. 



부록 225

향후 과제

WHO와 WHO의 협력센터들은 ICF의 다양한 사용과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사용자 모두의 것인 ICF는 국제 표준이 인정한 유일한 도구이다. ICF의 목적은 장애 현상과 

기능수행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폭넓은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WHO는 여러 

국가 및 국제 사회로부터 ICF를 인정받도록 사용하기 쉽고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표준화 과정에 

부합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ICF의 발전과 활용을 위한 향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국가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ICF 사용의 장려

• 국제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국제 데이터 구성과 구조의 확립

• 사회 서비스와 연금 수혜 자격에 대한 알고리즘의 규정 

• 가족 구성원의 장애 및 기능수행에 대한 연구(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건강상태로 인

한 제 3자의 장애에 대한 연구)

• 개인요인 구성요소 개발

• 연구 목적의 항목에 대한 정확한 조작적 정의 개발

• 확인과 측정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23)

• 전산화와 사례기록 양식과 같은 실제 적용 방법 제공

• 삶의 질에 대한 개념과의 연결 및 주관적 웰빙에 대한 측정 방법 수립24)

• 적절한 치료 또는 중재에 대한 연구

• 다양한 건강상태 비교를 위한 과학적 연구에서의 ICF 사용 장려

• ICF 활용 교육 자료 개발

• ICF 교육 및 전세계적인 참고문헌 센터 설립

• 표준 환경과 실제 환경을 모두 설명하기 위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공하는 환경 요인의 향후 

연구

23) ICF와 연계된 평가도구는 다양한 문화권에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WHO가 개발해왔다. 이 평가도구들은 신뢰도와 타당

도가 검증되고 있다. 평가도구들은 3가지 형태를 취한다: 선별/사례-발견을 위한 간략 버전; 보호자가 사용하는 일상용 

버전; 연구 목적용 세부 버전. 이들은 WHO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24) 삶의 질과 연결: “삶의 질”과 장애 구성개념 간의 개념적 양립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삶의 질은 

사람이 자신의 건강상태나 그 결과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를 다룬다; 따라서 삶의 질은 “주관적 웰빙”의 구성개념이다. 

반면, 질병/장애 구성개념들은 개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화된 징후들과 관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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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보건정보시스템 또는 

설문조사용 ICF 데이터 필수요건

부록9

신체 기능 및 구조 장과 항목 분류 블록 또는 항목

시각 2 b210-b220 시각 및 관련기능

청각 2 b230-b240 청각 및 안뜰기능

말하기 3 b310-b340 음성 및 말하기기능

소화 5 b510-b535 소화계의 기능

신체 배설 6 b610-b630 배뇨기능

생식 능력 6 b640-b670 성기능 및 생식기능

성활동 6 b640 성건강 및 생식건강

피부와 외관손상 8 b810-b830 피부 및 관련구조

호흡 4 b440-b460 호흡계의 기능

통증25) 2 b280 통증

정동* 1 b152-b180 특정 정신기능

수면 1 b134 일반 정신기능

에너지/활력 1 b130 일반 정신기능

인지* 1 b140, b144, b164 주의, 기억 및 높은 수준의 인지 기능

활동과 참여

의사소통 3 d310-d345 의사소통 수용‒표현

이동* 4 d450-d465 걷기와 이동하기

기민성 4 d430-d445 물건 나르기, 옮기기 및 취급하기

자기관리* 5 d510-d570 자기관리

일상 활동* 6과 8 가정생활; 주생활 영역

대인관계 7 d730-d770 구체적인 대인관계

사회적 기능수행 9 d910-d930 지역사회와 시민생활

25) 최소 목록을 위한 후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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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부록10

ICF 개발은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영역 내 관계자들의 물심양면한 지원 없이는 불가능

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 모두를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개발을 선도한 협력센터와 단체･기

관 및 개인은 아래와 같다.

ICF 관련 WHO 협력센터

호주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GPO Box 570,

Canberra ACT 2601, Australia. Contact: Ros Madden.

캐나다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377 Dalhousie Street, Suite 

200, Ottawa, Ontario KIN9N8, Canada. Contact: Helen Whittome.

프랑스 Centre Technique National d`Etudes et de Recherches sur les 

Handicaps et les Inadaptations (CTNERHI), 236 bis, rue de Tolbiac, 

75013 Paris, France. Contact: Marc Maudinet.

일본 Japan College of Social Work, 3-1-30 Takeoka, Kiyose-city, Tokyo 

204-8555, Japan. Contact: Hisao Sato.

네덜란드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Department 

of Public Health Forecasting, Antonie van Leeuwenhoeklaan 9, P.O. 

Box 1, 3720 BA Bilthoven, The Netherlands. Contacts: Willem M. 

Hirs, Marijke W. de Kleijn-de Vrankrijker.

북유럽 국가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Caring Sciences, Uppsala Science 

Park, SE 75185 Uppsala, Sweden. Contact: Björn Smedby.

영국･북아일랜드 National Health System Information Authority, Coding and 

Classification, Woodgate, Loughborough, Leics LE11 2TG, United 

Kingdom. Contacts: Ann Harding, Jane Millar.

미국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Room 1100, 6525 Belcrest 

Road, Hyattsville MD 20782, USA. Contact: Paul J. Plac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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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International Task Force on Mental Health and Addictive, Behavioural, Cognitive, 

and Developmental Aspects of ICIDH, Chair: Cille Kennedy, Office of Disability, 

Aging and Long-Term Care Policy,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Planning and 

Evaluation,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 Independence Avenue, 

SW, Room 424E, Washington, DC 20201, USA. Co-Chair: Karen Ritchie.

Children and Youth Task Force, Chair: Rune J. Simeonsson, Professor of Education, 

Frank Porter Graham Child Development Center, CB # 8185,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NC 27599-8185, USA. Co-Chair: Matilde Leonardi.

Environmental Factors Task Force, Chair: Rachel Hurst, 11 Belgrave Road, London 

SW1V 1RB, England. Co-Chair: Janice Miller.

네트워크

La Red de Habla Hispana en Discapacidades (The Spanish Network). Coordinator: 

José Luis Vázquez-Barquero, Unidad de Investigacion en Psiquiatria Clinical y Social 

Hospital Universitario "Marques de Valdecilla", Avda. Valdecilla s/n, Santander 39008, 

Spain.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Experts for the Application of ICIDH, Council of 

Europe, F-67075, Strasbourg, France. Contact: Lauri Sivonen.

비정부기구(민간단체)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750 First Street, N.E., Washington, DC 

20002-4242, USA. Contacts: Geoffrey M. Reed, Jayne B. Lux.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11 Belgrave Road, London SW1V 1RB, England. 

Contact: Rachel Hurst.

European Disability Forum, Square Ambiorix, 32 Bte 2/A, B-1000, Bruxelles, 

Belgium. Contact: Frank Mulcahy.



부록 229

European Regional Council for the World Federation of Mental Health (ERCWFM), 

Blvd Clovis N.7, 1000 Brussels, Belgium. Contact: John Henderson.

Inclusion International, 13D Chemin de Levant, F-01210 Ferney-Voltaire, France. 

Contact: Nancy Breitenbach

Rehabilitation International, 25 E. 21st Street, New York, NY 10010, USA. Contact: 

Judith Hollenweger, Chairman, RI Education Commission,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University of Zurich, Hirschengraben 48, 8001 Zurich, Switzerland.

자문

다음은 개정과정에 많은 도움을 준 WHO 자문위원들이다.

Elizabeth Badley

Jerome E. Bickenbach

Nick Glozier

Judith Hollenweger

Cille Kennedy

Jane Millar

Janice Miller

Jürgen Rehm

Robin Room

Angela Roberts

Michael F. Schuntermann

Robert Trotter II

David Thompson (editorial consultant)

ICF의 WHO 공식어 번역

영어를 기반으로 개발된 ICF는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왔으며, 번역 및 어학 분석은 개정 과정

의 핵심 업무 중 하나였다. 아래는 WHO 공식어로의 번역과 번역･어학 분석 및 편집을 검토하는 

데 참여한 명단이다. 

이 외의 번역본은 WHO-web site: http://www.who.int/classification/icf 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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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e-José Schmitt

Jean-Luc Simon

Lauri Sivonen

Henri-Jacques Stiker

Annie Triomphe

Catherine Vaslin

Paul Veit

Dominique Velche

Jean-Pierre Vignat

Vivian Waltz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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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zález

Marta Cano Fernández

Laura Cardenal Villalba

Ana Diez Ruiz

Luis Gaite Pindado

María García Jo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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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 Artal Simon

Enrique Baca Baldomero

Julio Bobes García

Antonio Bueno Alcánt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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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Williams

United Stat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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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ey Abrams

Myron J. Adams

Michelle Adler

Sergio A. Aguilor-Gaxiola

Barbara Altman

Alicia Amate

William Anthony

Susan Spear Basset

Frederica Barrows

Mark Battista

Robert Battjes

Barbara Beck

Karin Behe

Cynthia D. Belar

J.G. Benedict

Stanley Berent

Linas Bieliauskas

Karen Blair

F. Bloch

Felicia Hill Briggs

Edward P. Burke

Larry Burt

Shane S. Bush

Glorisa Canino

Jean Campbell

Scott Campbell Brown

John A. Carpenter

Christine H. Carrington

Judi Chamberlin

LeeAnne Carrothers

Mary Chamie

Cecelia B. Collier

William Connors

John Corrigan

Dale Cox

M. Doreen Croser

Eugene D’'Angelo

Gerben DeJong

Jeffrey E. Evans

Timothy G. Evans

Debbie J. Farmer

Michael Feil

Manning Feinleib

Risa Fox

Carol Frattali

Bill Frey

E. Fuller

Cheryl Gagne

J. Luis Garcia Segura

David W. Gately

Carol George

Olinda Gonzales

Barbara Gottfried

Bridget Grant

Craig Gray

David Gray

Marjorie Greenberg

Arlene Greenspan

Frederick Guggenheim

Neil Hadder

Harlan Hahn

Robert Haines

Laura Lee Hall

Heather Hancock

Nandini Hawley

Gregory W. Heath

Gerry Hendershot

Sarah Hershfeld

Sarah Hertfelder

Alexis Henry

Howard Hoffman

Audrey Holland

Joseph G. Hollowell Jr

Andrew Imparato

John Jacobson

Judith Jaeger

Alan Jette

J. Rock Johnson

Gisele Kamanou-Goune

Charles Kaelber

Cille Kennedy

Donald G. Kewman

Michael Kita (deceased)

Edward Knight

Pataricia Kricos

Susan Langmore

Mitchell LaPlante

Itzak Levav

Renee Levinson

Robert Lib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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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 Lollar

Peter Love

David Lozovsky

Perianne Lurie

Jayne B. Lux

Reid Lyon

Anis Maitra

Bob MacBride

Kim MacDonald-Wilson

Peggy Maher

Ronald Manderscheid

Kofi Marfo

Ana Maria Margueytio

William C. Marrin

John Mather

Maria Christina

Mathiason

John McGinley

Theresa McKenna

Christine McKibbin

Christopher J.

McLaughlin

Laurie McQueen

Douglas Moul

Peter E. Nathan

Russ Newman

Els R. Nieuwenhuijsen

Joan F. van Nostrand

Jean Novak

Patricia Owens

Alcida Perez de

Velasquez

D. Jesse Peters

David B. Peterson

Harold Pincus

Paul Placek

Thomas E. Preston

Maxwell Prince

Jeffrey Pyne

Louis Quatrano

Juan Ramos

Geoffrey M. Reed

Anne Riley

Gilberto Romero

Patricia Roberts-Rose

Mark A. Sandberg

Judy Sangl

Marian Scheinholtz

Karin Schumacher

Katherine D. Seelman

Raymond Seltser

Rune J. Simeonsson

Debra Smith

Gretchen Swanson

Susan Stark

Denise G. Tate

Travis Threats

Cynthia Trask

Robert Trotter II

R. Alexander Vachon

Maureen Valente

Paolo del Vecchio

Lois Verbrugge

Katherine Verdolini

Candace Vickers

Gloriajean Wallace

Robert Walsh

Seth A. Warshausky

Paul Weaver

Patricia Welch

Gale Whiteneck

Tyler Whitney

Brian Williams

Jan Williams

Linda Wornall

J. Scott Yaruss

Ilene Zeitzer

Louise Zingeser

Uruguay

Paulo Alterway

Marta Barera

Margot Barrios

Daniela Bilbao

Gladys Curbelo

Ana M. Frappola

Ana M. Fosatti Pons

Angélica Etcheñique

Rosa Gervasio

Mariela Irigoin

Fernando Lavie

Silvia Núñez

Rossana Pipplol

Silvana Toledo

Vietnam

Nguyen Duc Truyen

Zimbabwe

Jennifer Jelsma

Dorcas Madzivire

Gillian Marks

Jennifer Muderedzi

Useh Ushotane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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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sa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Susan Parker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Habibi Gulbadan

United Nations Statistical Division

Margarat Mbogoni

Joann Vanek

United Nations Statistical Institute for Asia and the Pacific

Lau Kak En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Bijoy Chaudhari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s

Africa: C. Mandlhate

Americas (Pan American Health Organisation): Carlos Castillo-Salgado, Roberto 

Becker, Margaret Hazlewood, Armando Vázquez

Eastern Mediterranean: A. Mohit, Abdel Aziz Saleh, Kassem Sara, M. Haytham Al 

Khayat

Europe: B. Serdar Savas, Anatoli Nossikov

South-East Asia: Than Sein, Myint Htwe

Western Pacific: R. Nesbit, Y.C. Chong

Headquarters

Various departments at WHO headquarters were involved in the revision process. 

Individual staff members who contributed to the revision process are listed 

belowwith their departments are listed below.

M. Argandoña, formerly of Department of Substance Abuse

Z. Bankowski, Council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Medical Sciences

J.A. Costa e Silva, formerly Division of Mental Health and Prevention of Substance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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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Clark, Department of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and Dissemination

C. Djeddah, Department of Injuries and Violence Prevention

A. Goerdt, formerly of Department of Health Promotion

M. Goracci, formerly of Department of Injury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M. A. Jansen, formerly of Department of Mental Health and Substance Dependence

A. L’'Hours, Global Programme on Evidence for Health Policy

A. Lopez, Global Programme on Evidence for Health Policy

J. Matsumoto, Department of External Cooperation and Partnerships

C. Mathers, Global Programme on Evidence for Health Policy

C. Murray, Global Programme on Evidence for Health Policy

H. Nabulsi, formerly of IMPACT

E. Pupulin, Department of Management of Noncommunicable Diseases

C. Romer, Department of Injuries and Violence Prevention

R. Sadana, Global Programme on Evidence for Health Policy

B. Saraceno, Department of Mental Health and Substance Dependence

A. Smith, Department of Management of Noncommunicable Diseases

J. Solomon, Global Programme on Evidence for Health Policy

M. Subramanian, formerly of World Health Reporting

M. Thuriaux, formerly of Division of Emerging and other Communicable Diseases

B. Thylefors, formerly of Department of Disability/Injury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M. Weber, Department of Child and Adolescent Health and Development

Sibel Volkan and Grazia Motturi provided administrative and secretarial support.

Can Çelik, Pierre Lewalle, Matilde Leonardi, Senda Bennaissa and Luis Prieto carried 

out specific aspects of the revision work.

Somnath Chatterji, Shekhar Saxena, Nenad Kostanjsek and Margie Schneider carried 

out the revision based on all the inputs received.

T. Bedirhan Üstün managed and coordinated the revision process and the overall ICF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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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다음 색인은 ICF의 항목을 찾거나, 서론과 부록에 관련된 사안과 주요 용어를 논의하는데 있어 

활용된다. 색인은 ICF에서 사용된 단어와 구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향후에 보완된 색인을 개별 

출판하여 ICF 분류와의 보다 광범위한 상호 참조가 가능해지기를 바란다. WHO는 ICF의 유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색인 내 용어･문구 추가에 대한 사용자의 제안을 적극 수용할 것이다.

ㄱ

가구 119, 139, 158

가구나 붙박이장 수리하기 142

가난 156

가로등 163

가로막 103

가로막의 기능 74

가슴등골뼈 110

가슴샘 103

가슴우리 103

가슴척수 97

가슴통증 66

가운데귀의 구조 99

가전제품 139, 140, 141, 158, 162

가전제품 유지하기 142

가정생활 139-143

가정에서 학습하기 149

가정용 가구 청소하기 141

가정용품 139, 140

가정용품 관리하기 141

가정용품 관리하기 및 타인 보조하기 141-143

가족관계 형성하기와 유지하기 147

가축 170

가치관 171, 189

각막 99

각성 50

간 105

간헐적 절뚝거림 71

간호사 170

갈망 52

갈비사이근 103

감각과민증 65

감각기능과 통증 58, 61-67

감각이상 65

감각저하증 65

감독관 169

감정기능 55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52

감정의 범위 55

감정의 적절성 55

감정의 조절 55

갑상샘 105

갑상샘 기능저하증 80

갑상샘 기능항진증 79, 80

값 210

강박관념 56

강박성 욕설증 91

강수량 166

개발 156

개별 근육의 지구력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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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근육과 근육군의 근력 87

개별근육과 근육군의 긴장도 88

개인 돌봄제공자와 개인 활동보조인 170

개인 돌봄제공자와 개인 활동보조인의 태도 172

개인 소비용 제품이나 물질 158

개인 소유의 가게나 기타 사업을 경영하기 151

개인 소유의 보트 133

개인 프로필 구성을 위한 일련의 코드 선정 198

개인요인  7, 9, 10, 14, 15, 16, 17, 188, 191, 

194, 221

개인용 건물 내 편의시설의 접근성을 위한 설계, 

시공과 건축물 및 기술 162

개인용 건물 설계 및 건축물 162

개인용 건물 접근성, 설계 및 건축물 162

개인용 건물 출입, 설계와 건축물 162

개인용 건물의 설계, 시공과 건축물 및 기술 162

개인용 일상생활 보조제품과 기술 158

개인용 일상생활 일반 제품과 기술 158

개인용 일상생활 제품과 기술 158

개인으로 다중 과제수행하기 120

개인으로 단일 과제수행하기 119

개인의 실내외 이동과 수송용 보조제품 및 

기술 159

개인의 실내외 이동과 수송용 일반제품 및 

기술 159

개인의 실내외 이동과 수송용 제품 및 기술 159

거부증 55

거주형 또는 비거주형 요양시설 181

건강 결정요인 4

건강 증진 5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서비스 181

건강결과 4

건강관련 상태 3, 5, 6, 7, 9, 14, 21, 188

건강관련 영역 3, 6, 7, 19, 21, 188

건강관리체계 5

건강상태  3, 4, 7, 11, 13, 14, 15, 16, 17, 156, 

188, 198

건강상태 평가 195

건강에 유해한 위험 피하기 138

건강영역 3, 6, 7, 188

건강정보시스템 5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153

건강한 삶 187

건물 안, 밖 및 주변에서 이동하기 132

건물 접근 162

건설기준 174

건축가 170

건축과 건설 서비스 174

건축과 건설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174

건축과 건설 시스템 174

건축과 건설 정책 174

건축법규 174

걷기 131

걷기와 이동하기 131-133

걷기패턴 92

겉질엽 97

게으름 52

게임 참여하기 153

견습 182

견습과정(취업 준비) 150

견해와 믿음 171

결혼식, 장례식 또는 입회식 참여하기 153

경로 162

경사로 161, 162, 163

경사면 127

경제 서비스 179

경제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179

경제 시스템 179

경제 자원에 대한 권한 가지기 152

경제 정책 179

경제생활 151

경제적 자립 152

경직성, 운동실조성 및 이완성 구어장애 68

경직성보행 92

경험에 대한 개방성 52

경험을 추구 52

계산기능 59

계산하기 117

계절변화 166

계획 5, 57, 140,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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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실행 57

계획법 174, 175

계획세우기 142

계획수립과 실행 57

고나트륨혈증 79

고등교육 149

고등교육기관 182

고등교육기관 교육 182

고막 99

고용 보험 180

고용에서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고용조건을 

수락하기 150

고용에서 관리 받기 150, 151

고용에서 구직하기 150, 151

고용에서 근속하기 150

고용에서 다른 근로자를 관리하기 150

고용에서 승진이나 기타 발전의 기회 획득하기150

고용에서 승진하기 150

고용에서 시간제 150, 151

고용에서 정규직 150, 151

고용에서 정시에 출근하기 150, 151

고용에서 취업에 필요한 과정 수행하기 150

고용에서 취업하기 151

고용에서 퇴직하기 150

고용인 146

고용인과 관계 맺기 146

고용주 146, 150, 169

고용주와 관계 맺기 146

고유감각기능 65

고체온증 80

고칼륨혈증 79

고칼슘혈증 79

고혈압 71

고환 106

골반 부위 통증 66

골반바닥 106

골반부위의 관절 109

골반부위의 구조 109

골반부위의 근육 109

골반부위의 뼈 109

골반부위의 인대와 근막 109

골반부위의 피부 111

골반의 운동성 87

공간 계획 및 개발 163

공공 상업서비스 179

공기 부족 74

공기삼킴증 76

공기청정도 168

공동거주자와 관계 형성하기 146

공동거주자와의 관계 146

공동거주자와의 비공식적 관계 146

공식적 단체에 참여하기 153

공식적인 관계 형성하기 146

공식적인 수화 122

공식적인 수화로 메시지 표현하기 123

공식적인 수화메시지로 의사소통하기-수용 122

공연장이나 경기장에 분산되어 있는 

장애인 객석 162

공예 참여하기 154

공예나 취미 활동하기 153

공용 건물 내 안내표지, 경로 및 위치 파악을 위한 

설계, 시공과 건축물 및 기술 162

공용 건물 내 편의시설의 접근성을 위한 설계, 

시공과 건축물 및 기술 162

공용 건물 출입, 건축물 및 기술 161

공용 건물의 설계, 시공과 건축물 및 기술 161

공원, 자연보호지역 및 야생동물 보호지역에 대한 

제품과 기술 163

공유지 계획 서비스 174

공유지 계획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174

공유지 계획 시스템 174

공유지 계획 정책 175

공익사업 175

공익사업 서비스 175

공익사업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175

공익사업 시스템 175

공익사업 정책 176

공적 경제권한 가지기 152

공적부조 180

공증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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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월경증 84

과다콧소리 68

과민반응 72

과소월경증 84

과소콧소리 68

과잉 요실금 82

과제 6, 9, 12, 13, 112, 115, 188, 203

과체중 78

과학 기호 123

과호흡 73

관념 14, 171, 172

관념 실행증 59

관념운동 실행증 59

관념적 고착증 57

관념적 요소 56

관습 172

관자엽 97

관절 움직임의 범위와 원활성 86

관절과 뼈의 기능 86-87

관절염 86

관절외인대, 근막, 바깥근건막, 지지인대, 사이막, 

윤활낭 110

관절의 과운동성 86

관절의 안정성기능 86

관절의 운동성기능 86

관절의 탈구 86

관절통증 67

광도 167

광민감도 61

광질 167

교감신경계 98

교도소나 형무소 177

교사 146, 169, 170

교외토지 개발에 대한 제품과 기술 163

교육 149, 150, 173, 182

교육과 훈련 서비스 182

교육과 훈련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182

교육과 훈련 시스템 182

교육과 훈련 정책 182

교육에서 정규적으로 출석하기 149

교육에서 타 학생과 협동하기 149

교육에서 학교 관련 의무나 특권 누리기 149

교육에서 학교입학허가 받기 149

교육용 보조제품과 기술 160

교육용 장난감 160

교육용 제품과 기술 160

교통 도우미 170

교통 사회지원 180

교통 서비스 176

교통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176

교통 시스템 176

교통 정책 177

교통계획 177

교통수단으로서 동물타기 134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기 133

교회, 절, 회교사원 또는 유대교 회당에 

참석하기 154

구강성 삼키기 76

구강성 삼키기곤란 76

구강호흡 74

구급차 서비스 177

구어식별 63

구어의 수용 58

구어의 표현 59

구어장애 68

구역질 74

구직하기 150

구체적인 대인관계 146-148

구토 76, 77

국소성 근육긴장이상 88

국제 인권 5

국제 장애인 연맹 216

국제정치기구 183

국제표준화기구(ISO) 173, 225

굳은 골반 87

굳은 관절 86

굳은 어깨 86

굳은살 형성 93

권위적 지위에 있는 사람 169

권위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개인적인 태도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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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양 93

귀 99

귀관 99

귀속 자극 64

귀울림 64

귀의 배경음 구별 63

귀의 압력감 64

귓속뼈 99

규범적 믿음 172

규칙 198

규칙 따르기 116

균형 잡힌 식생활 137

균형반응 90

그 외 전문가 170

그 외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태도 172

그림 122

그림과 사진으로 의사소통하기-수용 122

그림과 사진으로 표현하기 123

극장에 가기 153

근긴장도기능 87, 88, 89

근긴장이상 91

근력 87, 88

근로기준과 노동법 183

근로보건안전서비스 182

근위축 17

근육 불완전마비 87

근육강직 88

근육군의 지구력 89

근육기능 87-90, 92

근육기능 및 움직임기능에 관련된 감각 92

근육긴장 88, 92

근육긴장과다증 88

근육긴장이상 88

근육긴장저하증 88

근육마비 87

근육의 경련 92

근육의 경련감 92

근육의 긴장도 88

근육의 묵직함에 대한 감각 92

근육의 불수의적 수축 90, 91

근육의 뻣뻣한 감각 92

근육의 뻣뻣함과 긴장에 대한 감각 92

근육의 약화 87

근지구력 89

글로 표현된 언어를 이해하기 116

글루텐불내성 77

글자나 자모음을 인식하기 115

긁기 94

금융기관 179

금융자산 163

급성 보건관리 서비스 181

급속안구운동 수면 53

기관 103

기관지 경련 73

기관지나무 103

기기 131

기능수행  3, 4, 6, 7, 13, 16, 17, 18, 187, 188

기능수행 과정 16

기능수행의 개인적 관점 189

기능적 자극장치 159

기록장치 사용하기 125

기립성 저혈압 71

기면증 53

기본 기술 습득하기 115

기본자세 바꾸기 126

기본적인 경제거래 151

기본적인 대인상호작용 144

기본학습 114-116

기분 변화가 심한 52

기쁨 55

기술 습득하기 115

기압 166

기억 54

기억의 재생 54

기온 166

기운목 88

기질 51

기차 이용하기 133

기초대사율 79

기침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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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외수용성 자극에 의해 발생되는 반사 90

기호표기 시스템 123

기후 166

긴장 55

긴장성 말더듬 68

긴장증 55

깨어있는 상태 50, 53

꼬리뼈 110

꼼꼼한 52

꿈틀운동 77

끓이고 가열하여 음식재료를 변형 140

 

ㄴ

나병 17

낙관성 52

낙담 52

낙타 타기 134

난관 106

난소 106

날씨 상황에 맞추어 옷 입기 136

남편으로서 관계 147

낭만적인 관계 형성하기와 유지하기 147

낯선 사람 170

낯선 사람과 관계 맺기 146

낯선 사람의 태도 172

내분비샘 105

내분비샘기능 80

내향성 51

냄새 56, 65

냄새맡기 114

냉에 대한 내성 80

너무 뚱뚱하거나 말랐다고 느끼는 것 60

넘어지는 것에 대한 감각 64

넙다리 109

넙다리의 근육 109

넙다리의 뼈 109

넙다리의 인대와 근막 109

노동과 고용 서비스 182

노동과 고용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182

노동과 고용 시스템 183

노동과 고용 정책 183

노동관련 서비스 182

노동조합 183

노래 부르기 69, 123

노래조로 말하기 69

노뼈반사 90

노인병학 21, 195

녹음기와 수신기 159

놀이, 레크리에이션 또는 여가 활동에 

참여하기 153

놀이에 참여하기 153

농지 163

농지이용 정책 163

농촌토지 개발에 대한 제품과 기술 163

높낮이 조절 테이블 160

높은 수준의 인지기능 57

뇌기능 50, 202

뇌신경 97

뇌척수막 98

뇌하수체 105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80

뇌하수체 기능항진증 80

누운 자세 126

누운 자세 유지하기 127

누워서 스스로 이동하기 128

눈 166

눈 뒤의 압박감 63

눈 자극 63

눈, 귀 및 관련구조 99-100

눈과 눈 주위구조와 연관된 감각 63

눈과 발의 협응 90

눈과 손의 협응 90

눈구멍 99

눈꺼풀 99

눈꺼풀 보호반사 62

눈꺼풀의 기능 62

눈물샘 99

눈물샘과 눈물관의 기능 62

눈물샘의 기능 62

눈보라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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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심 62

눈썹 99

눈알 99

눈알의 수정체 99

눈운동 실행증 59

눈의 바깥쪽 근육의 기능 62

눈의 안쪽 근육의 기능 62

눈의 이물감 63

눈의 작열감 63

눈의 추적 움직임 62

눈의 피로 63

느낌 55, 60, 65

느린 맥박 70

느린 호흡 73

느린말증 68

능력 분류척도  112, 200, 203, 205, 206, 209, 

211

능력의 개념 7, 12, 13, 190, 196

 

ㄷ

다뇨증 82

다리뇌 97

다리로 물건 옮기기 129

다리로 밀기 129

다리의 구조 109

다리의 피부 111

다리통증 67

다양한 지지면에서 걷기 131

다중 과제수행하기 119

다중 과제실행하기 120

다중 과제완료하기 120

닦기 135

단거리 걷기 131

단기계약 업무 151

단기기억 54

단단입천장 101

단맛 감지하기 65

단백질대사 79

단불완전마비 87, 89

단순 과제수행하기 119

단순한 계산 59

단순한 문제해결하기 117

단어 이해하기 115

단어로 표현하기 123

단어를 소리 내어 읽기 115

단음조로 말하기 69

단일 또는 다중 과제 수행 119

단일마비 87, 88, 89

단체 및 기관 서비스 178

단체 및 기관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178

단체 및 기관 정책 178

단체에 참여하기 153

달리기 92

달리기패턴 92

달팽이 99

당뇨병 213

대가족 147, 169

대가족 구성원의 개인적인 태도 171

대가족의 관계 형성하기 147

대리 의사결정권자 169

대변굳기 78

대변배출 78

대비민감도 151, 195

대사계 및 내분비계와 관련된 기능 79-81

대안 중에서 선택하기와 결정하기 117

대음순 106

대인관계 끝내기 145

대인관계 시작하기와 유지하기 145

대인관계 형성하기 145

대인관계에서 감사 표현하기 144

대인관계에서 관용 표현하기 144

대인관계에서 비판 144

대인관계에서 비판에 반응하기 144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신호 144

대인관계에서 신체접촉 144

대인관계에서 적절한 신체접촉하기 144

대인관계에서 존중과 온정 표현하기 144

대인상호작용과 대인관계 144-148

대중 교통수단 이용하기 133

대중교통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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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증요법 약제 158

대처 방식 15

대체 발성 69

대학교 교육 149

대화 마치기 124

대화 및 의사소통장치와 기술의 사용 124-125

대화 시작하기 124

대화 지속하기 124

도구로서 ICF의 지원 217

도로경계석 156, 163, 207

도로표지판 및 가로등 163

도시나 농촌상황 207

도시토지 개발에 대한 제품과 기술 163

도시토지 이용 정책 163

도표 그리기 123

독서 즐기기 153

동거인 169

동공반사 62

동기부여 52

동네, 시내의 거리를 걷기 132

동등 지위에 있는 사람과 관계 맺기 146

동력 교통수단 133

동력 교통수단 운전하기 134

동력과 무동력 교통수단 159

동료 146, 169, 170

동료와의 관계 맺기 146

동료와의 관계를 형성하기 147

동료와의 비공식적 관계 형성하기 147

동맥 103

동맥경화 70

동맥기능 71

동맥협착 70

동맥확장 71

동물 165

동물 돌보기 142

동물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수송수단 159

동일한 환경 13, 112, 206

동작모방증 55

동화기능 77

동화작용 79

두 눈의 협력 62

두근거림 74

두려움 55

두통 215

둔주 50

뒤통수엽 97

듣기 114

등골뼈 110

등통증 66

디자이너 170

딱지 형성 93

땀샘 111

떨림 91

또래 171

 

ㄹ

라디오 114, 178

레크리에이션 또는 여가 활동에 참여하기 153

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 장비 160

레크리에이션과 여가 조직 154

리프트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162

림프관의 기능 73

림프절과 림프관 103

림프절의 기능 73

 

ㅁ

마루엽 97

마비성 구어장애 68

마시기 137

마시기 위해 음료를 따르기 137

막힘이 없이 말하기 68

만지기 114

만지는 느낌 65

말 타기 134

말더듬 68, 215

말소리를 만드는 기능 68

말이 끄는 수레 134

말총 97

말하기 58, 68

말하기 실행증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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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에서 높낮이 패턴의 조절 69

말하기의 멜로디 69

말하기의 속도 69

말하기의 유창성과 리듬 68, 69

맛 56

맛보기 114

망막 99

망상 56

맞춤법에 맞게 쓰기 115

맞춤형 운송수단 159

머리 108

머리로 나르기 129

머리와 목 부위의 관절 108

머리와 목 부위의 구조 108

머리와 목 부위의 근육 108

머리와 목 부위의 인대와 근막 108

머리와 목 부위의 피부 111

머리와 목통증 66

먹기 137

먼지 털기 141

멍 93

메스꺼운 감각 78

메스꺼움 64

메시지 쓰기 123

메시지 해석 58

메아리언어증 55

면도하기 135

면역계기능 72

면역계의 구조 103

면역반응 72

명랑함 52

모방하기 114

모순호흡 73

모터보트 운전하기 134

목 부위의 뼈 108

목뼈 110

목쉰소리 68

목이 메이는 느낌 78

목척수 97

목표지향적 행동 57

몸짓 55

몸짓언어, 표현하기와 소통하기 123

몸짓언어로 표현하기 123

몸짓으로 의사소통하기-수용 122

몸통과 등의 피부 111

몸통의 구조 110

몸통의 근육 110

몸통의 인대와 근막 110

몸통의 통증 67

몽환상태 50

무감각 65

무급고용 151

무뇨증 82

무도병 91

무도병성 움직임 91

무릎 꿇기 126

무릎 꿇은 자세 유지하기 127

무릎관절 109

무릎반사 90

무수유 84

무운동함구증 87

무월경 83

무정위성 움직임 91

무정위운동 91

무정자증 84

무해자극통증 66

무형자산 163

무호흡 73

문법적 구조 조직화 59

문어의 수용 58

문어의 표현 59

문자다중방송 176

문자로 기록하기 116

문자메시지로 의사소통하기-수용 122

문자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이해하기 122

문제나 상황에 대한 해결책 찾기 117

문제해결력 58

문제해결하기 117

문화 조직 153, 177

문화 행사에 참여하기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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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여가활동 및 스포츠용 보조제품과 기술161

문화, 여가활동 및 스포츠용 일반제품과 기술161

문화, 여가활동 및 스포츠용 제품과 기술 160

문화적 다양성 192

문화적 적용 가능성과 ICIDH 222

문화적 차이 221

물건 나르기 128

물건 나르기, 옮기기 및 취급하기 128-131

물건 내려놓기 129

물건 다루기 129

물건 던지기 130

물건 들어올리기 128

물건 조작하기 130

물건을 당기기 130

물건을 밀기 130

물건을 이동시키기 129

물건을 정지시켜 잡기 130

물건을 향해 뻗기 130

물기 76

물렁입천장 101

물리치료사 170

물물 교환하기 151

물얻기 139

물질남용 52

물콩팥증 82

묽은 변 77

미각 61

미각기능 65

미각상실증 65

미각저하증 65

미네랄균형 80

미디어 서비스 178

미디어 시스템 178

미디어 정책 179

미소짓기 123

미숙아 분만 84

미술관 가기 153

미지각 56

민사소송 177

믿음직 52

ㅂ

바깥귀의 구조 99

바깥눈근육 99

바깥생식기관 106

바깥코 101

바느질하기 142

바닥 걸레질하기 141

바닥핵 97

바람 166

바로 누운 자세 유지하기 127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가기 154

반고리뼈관 99

반려동물 142

반목적 불수의적 수축기능 91

반복적인 말하기 억양 69

반사성 요실금 82

반신마비 87, 88, 89

반신마비성보행 92

반신불완전마비 88, 89, 201

반추 57

반항 52

반항적인 성향 52

발기불능 83

발목과 발의 구조 109

발목과 발의 근육 110

발목과 발의 뼈 109

발목과 발의 인대와 근막 110

발목관절 및 발과 발가락의 관절 110

발목반사 90

발목뼈의 운동성 87

발생순서 57

발성 68

발성 불능증 68

발성장애 68

발음 68

발톱 111

발톱 관리하기 136

발한기능 93

밤낮주기 167

방광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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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 기능 82

방광에서 소변을 비우는 기능 82

방광의 충만감 83

방어반응 90

배, 기차 또는 기타 운송수단에 승차하여 

걷는 것 131

배경요인 6, 7, 9, 14, 16, 17, 188, 189, 216

배뇨 조절하기 136

배뇨기능 82

배뇨기능과 연관된 감각 83

배뇨자제 82

배변 조절하기 136

배변기능 77

배변빈도 78

배설기능 82

배우자 169

배우자 관계 맺기와 유지하기 147

배합하기 140

백반증 213

버스 159

버스 이용하기 133

법 14

법률 173-180

법률 서비스 177

법률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177

법률 정책 178

법률, 규정 및 기준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법률단체, 의사단체 또는 여러 학술단체에 

참여하기 153

법적 신분 155

법정, 법원 및 대행기관 177

베르니케 실어증 58

변덕 52

변비 77

변형 189

변호사 대의권 177

별이나 섬광 보기 62

병리학적 11

병원 181

병이나 캔 열기 137

병인학 11

보건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181

보건 시스템 181

보건 연구원 5

보건 전문가 170

보건 전문가의 태도 172

보건 정책 5

보건서비스를 수혜 받는 근거 3

보건안전 위원회 175

보건정책 181

보기 114

보상체계 5

보수교육 182

보조가 없는 능력 분류척도 204

보조기 및 의지 제작자 170

보조기구 유지하기 142

보조장치나 인적보조 13, 22

보조장치나 활동 보조 205

보철 관리하기 135

보청기 159

보행 55, 91, 92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기 133

보행장치 159

보행패턴 92

보행패턴기능 91

보험 180

보험 서비스 179

복부경련감각 78

복잡한 경제거래 152

복잡한 계산 59

복잡한 대인상호작용 145

복잡한 문제해결하기 117

복잡한 운동을 순서화하는 정신기능 55, 58

복장 규정 137

복지 180

복합 과제수행하기 119

복합 기술 습득하기 116

본인과 타인과의 관계를 알고 확인하기 50

봉사 동호회에 참여하기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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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적 감각기능 65-66

부갑상샘 105

부갑상샘 기능저하증 80

부갑상샘 기능항진증 80

부교감신경계 98

부끄러움 51

부동산업 175

부모 149, 169

부모로서 관계 147

부양자 170

부유물 또는 띠 62

부정맥 70

부주의한 52

분류에서 구성물 192

분류에서 단계 192

분류에서 항목 192

분류와 용어 187-193

분류원칙 187

분류척도  7, 9, 11, 12, 19, 20, 21, 190, 191, 

197

분류척도로서 수행 112

분류척도의 척도 201

분리 및 혼합의 구별을 포함한 소리 63

분만 84

분절이나 영역의 방사통 67

불감증 83

불규칙한 심장박동 70, 74

불규칙한 호흡 73

불기 74

불면증 53

불수의적 움직임기능 91, 92

불수의적 움직임반응 90

불신 52

불안 55

불완전마비 89

불완전한 배뇨감각 83

불임 84

브로카 실어증 58

블리스판 123

비 166

비공식적 단체에 참여하기 153

비공식적이거나 일상적인 모임에 참여하기 154

비공식적인 교육 149

비공식적인 사회적 관계 146

비뇨계 및 생식계와 관련된 구조 106-107

비뇨계의 구조 106

비뇨기능 82-83

비뇨생식기능과 생식기능 82-85

비대칭성보행 92

비만 78

비언어적 메시지로 의사소통하기-수용 122

비언어적 메시지로 표현하기 123

비영리 단체 178

비유창성 68

비의도적 근수축기능 91

비종교적 의식이나 사회적 의례의식에 

참여하기 153

비타민과 기타 보충제 158

비탄의 감정 55

비특이적 면역반응 72

비행기 조종하기 134

빈발 월경 83

빗질 135

빙의상태 50

빛 167

빛에 대한 민감도 저하 62

빠른 맥박 70

빠른 호흡 73

빠른말증 68

빨기 76

빨대로 마시기 137

뼈속질 103

뼈의 운동성기능 87

 

ㅅ

사건 15

사건중심의 분류 198

사고과정 57

사고기능 56

사고의 내용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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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속도 57

사고의 조절 57

사고의 형식 57

사고이탈 57

사고전파 57

사고주입 57

사교 154

사람들을 위한 쉼터 175

사람에 대한 지남력 50

사람의 이동을 위한 동물 170

사랑 55

사례 예시 213-215

사망률 4

사무기기 160

사육동물 165

사이뇌 97

사정 83

사지마비 87, 88, 89, 214

사지불완전마비 88, 89

사지의 근긴장도 89

사지의 근력 88

사회 규범과 관습에 따라 행동하기 145

사회 규범에 따라 상호작용하기 145

사회경제적 특성 6

사회보장 5, 179, 180

사회보장 서비스 180

사회보장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179

사회보장 시스템 180

사회보조프로그램 180

사회보험프로그램 180

사회복지사 170

사회자본 156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145

사회적 규범, 관례 및 관념 172

사회적 배경 15

사회적 변화 17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하기 145

사회적 지위 146, 189

사회적 차별 14, 17

사회적 행동 5

사회적 환경 14, 17

사회적인 태도 172

사회정책 5

산불 166

삶의 질 5, 225

삼촌 147

삼키기 76

삼키기곤란 76

상동적 말하기 억양 69

상반운동반복장애 91

상상력 52

상수와 연료의 배달 및 공급 176

상의 왜곡 62

상품과 서비스획득상품과 서비스획득 139

상호부조회 178

상호작용하는 동안 행동 조절하기 145

색각 62

색소침착 93

생각하기 116

생리적 기능 9, 10

생산 및 제조, 서비스, 시스템, 정책 173

생식계의 구조 106

생식기관 106

생식능력저하 84

생식샘 기능저하증 80

생식샘 기능항진증 80

생의학적 상태 11

생의학적 표준 11

생필품 보관하기 141

생필품 비축하기 139

생활공간을 청결하게 하기 141

생활방식 15, 17

생활영역 9, 12, 112, 213

생활의 상황에 관여 9, 12, 112, 203

서기 19, 126

서비스 활용 11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173-183

서술형 문제를 산술과정으로 전환하기 59

선 자세 유지하기 127

선거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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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출마권 155

선천적 기형 188

선택사항들을 구별하고 평가 58

선택적 기억상실 54

설계법 174, 175

설사 77

섬망 50

성격 15

성교 83, 85

성교와 연관된 불편감 85

성교통 85

성기능 83, 85

성기능과 생식기능과 연관된 감각 85

성대주름 101

성별 6, 15, 17, 169, 189

성병 138

성실성 52

성적 관심 83

성적 극치감 83, 85

성적 준비 83

성적 흥분 83

성적인 관계 형성하기와 유지하기 148

세계보건총회 23, 220, 223

소뇌 97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180

소로 및 도로표지판 163

소리 167

소리강도 167

소리식별 63

소리의 반복 68

소리의 존재를 감지 63

소리의 편측화 63

소리지르기 69

소리탐지 63

소변 감소증 82

소변못참음 82

소변수집 82

소변여과 82

소변잔류 82

소비자 단체 173

소비재 생산에 대한 서비스 173

소비재 생산에 대한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173

소비재 생산에 대한 시스템 173

소비재 생산에 대한 정책 173

소심한 52

소음순 106

소화계 기능 76-78

소화계, 대사계 및 내분비계 기능 76-81

소화계와 연관된 감각 78

속귀 99

속귀의 감각기능 63

속쓰림 78

속화 68

손과 눈의 협응 55

손과 손가락의 관절 109

손과 팔의 사용 130

손목관절 86, 108

손목뼈 87

손목뼈의 운동성 87

손발톱 관리하기 135

손발톱의 구조 111

손발톱의 기능 94

손상  3, 7, 9, 10, 11, 12, 13, 14, 16, 17, 20, 

49, 95, 201

손상 사이의 상호관계 202

손상 확인 202

손으로 나르기 128

손의 구조 109

손의 근육 109

손의 뼈 109

손의 섬세한 사용 129, 130

손의 인대와 근막 109

손이나 팔을 돌리거나 비틀기 130

손잡이 129

손톱 93, 111, 213

손톱 관리하기 136

쇠약함 78

쇼핑 139, 180

수 처리하기 59

수계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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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예 활동에 참여하기 154

수련 150

수면 53, 91, 226

수면과 관련된 움직임 이상 91

수면과다증 53

수면의 시작 53

수면의 양 53

수면의 유지 53

수면의 질 53

수면주기 53

수분균형유지 80

수분보유 79

수선하기 142

수송루트 174

수영하기 131, 132

수유 84

수유하기 137

수의적 움직임의 조절 91

수의적 움직임의 협응 91

수정 84

수척함 78

수학 부호 사용하기 115

수학 연산을 수행하기 115

수학 연산을 적용하기 115

수학적 원리를 적용하기 117

수행 분류척도  13, 112, 200, 203, 204, 205, 

206

수화의 수용 58

수화의 표현 59

숙모 147, 169

순수 예술에 참여하거나 감상하기 154

숨뇌 97

스멀거리는 듯한 감각 93

스캐너 159, 160

스케이트 타기 133

스케치하기 123

스쿠터 142, 159

스키 타기 133

스트레스 188

스트레스 관리하기 121

스트레스성 요실금 82

스트레스와 기타 심리적 부담 관리하기 121

스포츠에 참여하기 153

습관 15, 17

습도 166, 168

승객으로서 비행기 이용하기 133

시각 195

시각 및 관련기능 61-63

시각과 청각 장치 159

시각기능 10, 19, 61, 62, 195

시각의 질 61, 195

시각자극 56, 61, 114

시간 경험 60

시간 할당 57

시간관련 변화 167

시간관리 57

시간에 대한 지남력 50

시간을 할당하기 120

시간제 고용 151

시공간지각 56

시력기능 61

시민권과 관련된 권리와 자유 누리기 155

시민보호 서비스 177

시민보호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177

시민보호 시스템 177

시민보호 정책 177

시민으로서 법적 신분을 행사하기 155

시민으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기 155

시민으로서 사회, 정치 및 행정에 참여하기 155

시상의 질 61, 62

시설에 수용 17

시스템 173

시야기능 61

시지각 56

식기세척기 사용하기 141

식도 105

식도성 삼키기 76

식도성 삼키기곤란 76

식료품 구매하기 139

식료품 보관하기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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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165

식물상과 동물상 165

식물인간상태 50

식사도구 사용하기 137

식사준비하기 140

식습관과 체력 관리하기 137

식욕 53

식품 158

신경계 인공장치물 158

신경계의 구조 97-98

신경근뼈대와 움직임에 관련된 기능 86-92

신뢰성 52

신맛 감지하기 56, 65

신문 116, 178

신문 점자판 179

신발류를 수선하고 닦기 142

신부전증 82

신장운동반사 90

신체 199, 200

신체 계통 6, 9, 10, 49, 188, 189, 200

신체 구조  6, 9, 10, 11, 19, 21, 95, 189, 191, 

197, 199, 202, 203

신체 구조의 분류척도 95, 96, 202

신체 구조의 코드화 202

신체 기관 9, 10

신체 기능  3, 7, 9, 10, 11, 12, 14, 15, 19, 20, 

21, 49, 188, 191, 194, 195, 199, 200, 201, 

202

신체 기능과 구조 10

신체 기능의 코드화 200-202

신체 기능의 표준 188

신체 부분의 상대적 위치를 감지하기 65

신체 여러 부위의 통증 67

신체국소부위 통증 66

신체상 60

신체에 영양소를 저장하는 기능 77

신체의 균형과 움직임에 대한 기능 64

신체의 편측 근긴장도 88

신체의 편측 근력 88, 201

신체일부 관리하기 135

신체일부 씻기 135

신체적 편안함 유지하기 137

신체조정반응 90

신체중심이동하기 127

신체지구력 74

신체화 57

신탁관리자 169

신호 144

신호시스템 159

신호와 기호로 표현하기 123

실내 공기청정도 168

실내 장식하기 139

실내외 식물 돌보기 142

실업보험급여 180

실외 공기청정도 168

실제 환경 13, 60, 204, 206

실핏줄 103

실핏줄기능 71

실행기능 57

심근염 70

심리학적 기능 10

심박수 70

심박출량의 감소 70

심방 103

심부전 70

심실 103

심실근육의 수축력 70

심장 103

심장기능 70

심장동맥 기능부전 70

심장동맥 허혈증 70

심장리듬 70

심장박동이 잠시 멈추는 것 74

심장으로의 혈액공급 70

심장판막기능 70

심장혈관계, 면역계 및 호흡계의 구조 103-104

심장혈관계, 혈액계, 면역계 및 호흡계 기능 70-75

심장혈관계기능 70-71

심장혈관계와 호흡계의 부가적인 기능과 감각 74

심장혈관기능 및 호흡기능과 연관된 감각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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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정도를 척도화 201

쌕쌕거림 74

썰기 140

쓰기 116

쓰기학습 115

쓰레기 처리하기 141

쓸개와 쓸개관 105

쓸개즙생산 77

쓸기 141

씹기 76

씻기 135

씻기 또는 샤워하기 135

 

ㅇ

아내로서의 관계 147

아드레날린과다증 80

아드레날린저하증 80

아래다리의 근육 109

아래다리의 뼈 109

아래다리의 인대와 근막 109

아래팔의 구조 108

아래팔의 근육 108

아래팔의 뼈 108

아래팔의 인대와 근막 108

아랫입술 101

아이들 114, 121, 153

아이들의 놀이 153

악기 연주하기 153, 154

악보 122, 123

안경과 콘택트렌즈 159

안구건조증 62

안구진탕 62

안뜰기능 63

안뜰미로 99

안절부절 하는 것 55

앉기 126

앉아서 자리이동하기 128

앉은 자세 유지하기 127

알레르기 72

암순응기능 62

암점 61

압력에 대한 민감성 65

압력을 감지 65

야맹증 61, 62, 199

야생동물 탐사로 163

야채나 과일을 수확하기 139

약물로 야기된 의식변화 50

약시 61

약초 158

약품 158

양 눈의 근거리시력 61

양 눈의 원거리시력 61

양말이나 신발 벗기 137

양말이나 신발 신기 137

양면지향 55

양부모 169

양수과다증 84

양육 15, 147

양쪽 귀 소리의 조합 63

양치질 135

어깨, 엉덩이 또는 등으로 나르기 129

어깨관절 통증 67

어깨관절의 탈구 86

어깨부위의 관절 108

어깨부위의 구조 108

어깨부위의 근육 108

어깨부위의 뼈 108

어깨부위의 피부 111

어깨뼈의 바깥쪽 돌림 87

어깨뼈의 안쪽 돌림 87

어깨뼈의 운동성 87

어지럼증 64

억양 68, 69

억제 53

언론보도서비스 178, 179

언어를 해석 58

언어의 수용｣ 58

언어의 정신기능 58

언어의 표현 58

언어적 공격성과 신체적 공격성 통제하기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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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및 신체적 공격성 조절하기 145

언어치료사 170, 215

얼굴의 뼈 108

얼음과 눈 위에서 걷기 131

엉덩관절 109

엉덩관절 통증 67

엉치뼈 110

엎드린 자세 취하기 126

엎드린 자세를 유지하기 127

에너지와 욕동기능 52

에어컨 168

에이즈 215

여러 관절의 안정성 86

여러 관절의 운동성 86

여러 대안 중에서 선택하기 117

여러 사람과 대화하기 124

여러 사람과 토론하기 124

역류 76

역류 월경 83

연극활동 154

연금 180, 225

연기 168

연령 15, 17

연료 확보하기 139

연산학습 115

연수 교육 150

연장 129, 142, 158, 160

연장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142

연회식 137

열이나 냉에 대한 내성 80

영양소의 흡수 77

영양식 137

영양식을 선택하여 섭취 137

영적 활동에 참여하기 154

영화관 154

영화관 또는 극장에 가기 153

예방 5, 11

예술가나 공예가 151

예의 172

오디오 시설 162

오락이나 기분 전환하기 153

오르기 132

오존 수준 168

오토바이 운전하기 134

온도 감지하기 65

온도에 대한 민감성 65

온도와 기타 자극과 관련된 감각기능 65

옷 136, 140, 141, 142

옷 다림질하기 142

옷 만들기와 수선하기 142

옷 벗기 137

옷 세탁하기와 건조하기 141

옷 입기 136

옷입기 실행증 59

옹알이 69

외관상의 손상 17

외상 7

외수용성 자극 90

외향성 51

요관 106

요관 폐쇄 82

요관의 기능 82

요구도 평가 5

요도 106

요리하기 140

요실금 82

욕실과 화장실 청소하기 141

욕창 93

용변 관리하기 136

용어의 정화 217

우울 52

우원증 56, 57

우체국 176

우호적 51

운동감각 65

운동내성기능 74

운동반사 90

운동보속증 91

운동장애 91

운율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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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기 133

움직이는 지지면에서 걷기 131

움직임과 관련된 구조 108-110

움직임과 관련된 부가적인 근육뼈대의 구조 110

움직임기능 90-92

움찔 놀라기 123

원격조절 사무실 출입문 160

월경 관리하기 136

월경과다 83

월경기능 83

월경량 84

월경의 간격 84

월경전 긴장 83

월경주기 84

월경주기와 연관된 불편감 85

월경출혈의 정도 83

월경통 85

웰빙 187, 188

위 105

위 또는 배의 팽창에 대한 감각 78

위 안의 가스 78

위기 관리하기 121

위기감 관리하기 121

위산과다증 77

위생 175

위와 장을 통한 음식물의 운반 77

위장이나 복부통증 66

위창자내 공기참 78

위치 64

위탁부모 169

위팔 108

위팔두갈래근반사 90

위팔의 구조 108

위팔의 근육 108

위팔의 뼈 108

위팔의 인대와 근막 108

위험 요인 4

유급고용 150

유네스코(UNESCO) 교육 국제표준 분류 182

유대교 회당에 참석하기 154

유람 153

유럽연합 183

유리체 99

유모 170

유방과 젖꼭지 106

유방암 215

유산 84

유산 또는 보존 정책 174, 175

유엔 5, 154, 183

유엔 세계인권선언 154

유엔 장애인기회균등에 대한 표준규칙 154

유전적 기형 11

유전적 소인 14, 188

유치원 182

유해 자극을 감지하기 65

유해자극에 대한 민감성 66

유해자극에 의해 발생되는 반사 90

유형자산 163

은행 179

은행계좌 관리하기 152

음경 106

음경 귀두 106

음경 몸통 106

음경발기 83

음력주기 167

음성과 말하기기능 68-69

음성과 말하기에 관련된 구조 101-102

음성기능 68

음성메시지로 의사소통하기-수용 122

음성보조장치 159

음성제어시스템 159

음성틱장애 91

음소의 조음 기능 68

음식 기도흡인 76

음식 재료 껍질 벗기기 140

음식 차리기 140

음식물에 대한 내성 77

음식물의 분해 77

음식을 조각으로 자르거나 부수기 137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141



266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

음악적 음성을 만드는 기능 69

음역산출 69

음원의 위치 결정 63

음질 68, 167

음핵 106

음핵발기 83

음향전송 시스템 159

응급 서비스 177

응시 62

의과대학이나 기타 전문 대학원 과정 149

의도적 감각 114

의료 관리 17

의료 및 기타 건강 상담에 따르기 138

의료사회복지사 170

의미기억 54

의미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 59

의복 158

의사 170

의사결정 4, 57, 114

의사결정하기 117

의사소통 122-125

의사소통기술 사용하기 125

의사소통용 보조제품과 기술 159

의사소통용 일반제품과 기술 159

의사소통용 제품과 기술 159

의사소통장치 124

의사소통판 159

의사소통하기-수용 122-123

의사소통하기-표현 123

의식 50, 153

의식상실 50

의식에 참여하기 153

의식의 상태 50

의식의 연속성 50

의식의 질 50

의식의 혼탁 50

의원 181

의지, 보조기 보수하기 142

의지와 보조기 158

이 101

이갈기 91

이동 126-134

이동과 수송용 제품 및 기술 159

이동장치 161

이동하기 131

이력서 준비하기 150

이마엽 57, 97

이미 본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 60

이상  3, 4, 7, 10, 11, 13, 21, 188, 201, 203, 

221

이완성 구어장애 68

이웃 146, 169, 171, 199

이웃과 관계 유지하기 146

이웃과 관계 형성하기 146

이웃과의 비공식적 관계 형성하기 146

이음막, 흰자위막, 얼킴막 99

이인증 60

이자 105

이주 165

이직알선서비스 182

이화작용 79

인간공학 서비스 182

인공달팽이관 159

인공생산물 158

인공조명 167

인구 165

인구밀도 165

인구연구와 인구조사 5

인구집단의 건강 4

인구집단의 건강 요약 측정 4

인구통계학적 변화 165

인두 76, 101

인두성 삼키기 76

인두성 삼키기곤란 76

인력 교통수단 운전하기 134

인력 교통수단 이용하기 133

인력거 133

인식 6, 50, 54, 57, 58

인재 166

인적자원과 인사관리 서비스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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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6, 15, 17

인지 50

인지기능 51, 54, 56

인지의 유연성 57

인터넷 178, 179

일과 120

일과 고용 150-151

일반 정신기능 50

일반 평가도구 19

일반우편과 항공우편 176

일반적 과제와 요구 209

일반적인 대인상호작용 144-145

일반적인 사회지원 서비스 180

일반적인 사회지원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180

일반적인 사회지원 시스템 180

일반적인 사회지원 정책 181

일반적인 신호 및 기호로 의사소통하기-수용 122

일상생활 관리하기 120

일상생활 수행하기 120

일상생활 완료하기 120

일상생활 일반 제품과 기술 158

일상에 대한 계획 119

일상적인 인사 124

일에 필요한 시간을 할당하기 57

일자리 정하기와 선택하기 150

일차 진료서비스 181

읽기 116

읽기학습 115

임신 84

입 101

입모양 읽기 125

입술 101

입안에서 음식 다루기 76

입안에서 음식 처리하기 76

입인두 101

입천장 101

잇몸 101

 

ㅈ

자결권 또는 자주권 행사하기 154

자궁 106

자궁목 106

자궁외임신 84

자기 돌봄과 타인 돌봄 180

자기 정체성 60

자기 확신 52

자기관리 135-138

자기소개 124, 145

자녀로서의 관계 147

자녀와 부모 관계 유지하기 147

자동국소관절반사 90

자동문 161, 162

자동반복증 91

자동방광 82

자동차 159

자동차 운전하기 134

자동차 정비하기 142

자막방송서비스 178

자매관계 147

자본이나 부동산 교환 152

자본재 및 서비스 163

자산 163

자선단체 참여하기 153

자세 바꾸기와 유지하기 126-128

자세 유지하기 127

자세반응 90

자신감 52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52

자신을 이해하기 57

자신의 건강 돌보기 137

자신의 신체 인식 51

자신의 업무 실적 점검하기 150

자신의 역할에 맞게 사회적 관습 준수하기 145

자신의 활동수준 관리하기 120

자아경험과 시간경험 60

자연요법 약제 158

자연유산 84

자연재해 166

자연지리 165

자연환경과 인공환경 변화 16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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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151

자원봉사 활동 151

자전거 운전하기 133

자전거 정비하기 142

자전적 기억 54

자폐증 51

작업용 보조제품과 기술 160

작업용 제품과 기술 160

작업치료사 170

작업환경서비스 182

작은창자 105

장거리 걷기 131

장기기억 54

장기요양서비스 181

장비를 사용하여 이동하기 133

장애 3, 7, 11, 15, 188

장애 영역 3, 9, 190

장애, 생활을 경험 13

장애, 정치적 사안 17

장애가 있는 사람 5, 6

장애물을 우회하여 걷기 131

장애수당 180

장애에 대한 ICF 모델 16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 17

장애에 대한 생체심리사회적 모델 18

장애에 대한 의학적 모델 17

장애연금 180

장애의 생활 경험 13

재생 54

재수화 79

재채기 74

재화 거래하기 152

재화나 용역을 교환하기 151

재활 5, 21, 181, 195, 220, 221, 224

저긴장성 방광 82

저나트륨혈증 79

저리는 감각 93

저림 93

저체온증 80

저체중 78

저축하기 151

저칼륨혈증 79

저칼슘혈증 79

저혈압 71

적극적 52

적대적 52

적정 수준의 신체 활동 유지하기 137

적합한 옷차림 선택하기 136

전기 167, 175

전도성 실어증 58

전략을 변경 57

전립샘 106

전문 대학원 과정 149

전문가 프로그램 182

전문대학 교육 149

전문사회기관에 참여하기 153

전문협회 서비스 182

전반적 정신사회적 기능 51

전반적인 관절의 안정성 86

전반적인 관절의 운동성 86

전신 씻기 135

전신 완전마비 89

전신근육의 긴장도 89

전신근육의 지구력 89

전신의 근력 88

전신통증 66

전자메일 176

전자시각장치 159

전자통신 규제기관 176

전자통신장치 사용하기 125

전쟁 166

전통적 지도자 183

전해질균형 80

전혀 본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 60

전화 176

전화기나 기타 기기 사용하기 125

전화중계 176

절뚝거리는 92

절뚝거림 71

절망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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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성 요실금 82

절에 참여하기 154

점자 쓰기 115

점자 읽기 115

점자 타자기 125

점자로 의사소통하기 122

점프하기 132

접근 13, 14

접근성 156, 181, 207, 215

접시, 냄비, 주전자 및 조리 기구 씻기 141

정동 55

정맥 103

정맥기능 71

정맥류 71

정맥협착 71

정보배열 12, 203, 210, 211

정보시스템 5

정신 지연 51

정신건강 195

정신기능 50-60

정신운동기능 55

정신운동기능의 질 55

정신운동의 흥분 55

정신운동조절 55

정신운동지연 55

정신적 안정성 52

정신적 유연성 57

정신질환 17

정자부족증 84

정직하지 않음 52

정치 서비스 183

정치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183

정치 시스템 183

정치 정책 183

정치생활 및 시민권 155

정치조직 형성권 155

젖마름증 84

젖흐름증 84

제출된 과제나 프로젝트를 조직화하고 학습하여 

완성하기 149

제품과 기술 158-164

조루증 83

조리대와 식사 장소 주변 바닥 청소하기 141

조부모 147, 169

조음기능 68

조직화된 종교 154

조카 169

종교 단체 169

종교 및 영성 154

종교 의식, 활동 및 행사에 참여하기 154

종교 지도자 169

종교와 영적 의식용 보조제품과 기술 161

종교와 영적 의식용 일반적인 제품과 기술 161

종교와 영적 의식용 제품과 기술 161

종교적 교리 172

종교적 명상에 참여하기 154

종교적 믿음 171

종속적 지위에 있는 사람 169

종속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태도 171

좌우운동협응 90

좌우협응 91

주거 가구 배치하기 139

주거 공간에 가구 배치하기 139

주거 구입하기 139

주거 마련하기 139

주거 임대하기 139

주거와 가구류 유지하기 142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및 공공건물 174

주방과 조리 기구 세척하기 141

주식회사 179

주요 생활영역 149-152

주의력 54

주의력 공유하기 54

주의력 분배하기 54

주의력 유지하기 54

주의력 전환하기 54

주의분산 167

주의산만 121

주의집중하기 116

주택건설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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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서비스 175

주택공급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175

주택공급 시스템 175

주택공급 정책 175

주택공급기구 175

중간뇌 97

중증근무력증 89

중학교 182

즐거움을 위한 유람, 관광 및 여행하기 153

증상과 징후 11

증오 55

지각 50

지각기능 56

지남력 기능 50

지라 103

지방 정부 183

지방대사 79

지속발기증 83

지속적 요실금 82

지식적용 116-117

지역 정부 183

지역, 지방, 국가정부 또는 민간조직 183

지역사회 구성원 169, 171

지역사회생활 153

지역사회생활, 사회생활 및 시민생활 153-155

지연분만 84

지연사정 83

지원과 관계 169-170

지위가 낮은 사람과 관계 맺기 146

지위가 높은 사람과 관계 맺기 146

지인 146

지인, 또래, 동료, 이웃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태도 171

지인과의 관계 맺기 146

지인과의 비공식적 관계 146

지적 기능 51

지적 성장 51

지적 지연 51

지정점 19

지지반응 90

지진 168

지하철 이용하기 133

지형 165

직계가족 169

직계가족 구성원의 개인적인 태도 171

직물 158

직업 훈련하기 149

직업관련 업무 수행하기 150

직업소개 서비스 182

직업에서 근속하기 150

직업에서 인터뷰하기 150

직업적 관계를 탐색하기 145

직업평가 5

직장을 그만두거나 떠나기 150

진공청소기 사용하기 140

진단명 3

진동 168

진동 감지하기 65

진동에 대한 민감성 65

질 106

질경련증 83

질관 106

질녀 169

질문하기 124

질문하기를 좋아하는 52

질병 3, 4, 7, 11, 13, 17, 188

질병발생률 4, 11

질병의 결과 4

질식 74

질윤활 83

질적 보장 5

집 안에서 이동하기 132

집 외의 건물 안에서 이동하기 132

집 주위 걷기 132

집 청소하기 140

집과 그 외 건물 밖에서 이동하기 132

집단으로 다중 과제수행하기 120

집단으로 단일 과제수행하기 119

집안일 140-141

집어 올리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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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54

짠맛 감지하기 56

쪼그려 앉기 126

쪼그려 앉은 자세 유지하기 127

찌푸리기 123

 

ㅊ

차가움과 뜨거움 감지하기 65

차기 129

차량 유지하기 142

차분함 52

참여  3, 5, 6, 7, 9, 11, 12, 13, 14, 15, 17, 19, 

20, 112, 188, 189, 190, 191, 203, 208

참여 제약  3, 7, 9, 12, 112, 188, 189, 190, 

199, 203

창문과 벽 청소하기 141

창자마비 77

창자의 과운동성 77

창자폐쇄 77

책 160

책상 및 서류함 160

책임 관리하기 121

척수 97

척수신경 97

천연이나 인공제품 158

철결핍증 79

청각 및 안뜰기능과 관련된 감각 64

청각과 안뜰기능 63-64

청각기능 63

청각치료사 170

청각훈련기 159

청소용품 158

청지각 56

체간의 근긴장도 89

체간의 근력 88

체계적 52

체계화 57

체력 52

체력 관리하기 137

체스나 카드놀이하기 153

체온 80

체온유지 80

체온조절기능 80

체중유지기능 78

체질량지수 78

초경 83

초등학교 182

촉각기능 65

촉지각 56

추상적 사고 57

축력 교통수단 운전하기 134

출산기능 84

충동조절 52

취미 활동에 참여하기 154

취업 준비와 관련 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150

취업후 사후관리서비스 182

측정도구 49, 95, 113, 157

층간 이동하기 132

치매 51

치아 관리하기 135

치아위생 135

치안 177

치유 93

친구 169

친구 관계를 탐색하여 형성하기 145

친구 관계를 형성하기 145

친구나 친척 방문하기 154

친구와의 관계 맺기 146

친구와의 비공식적 관계 146

친구의 태도 171

친밀한 관계 유지하기 147

침분비 76

침샘 105

침착함 52

침흘림 76

 

ㅋ

컴퓨터 기반 매스컴 178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159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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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160

컴퓨터를 사용하기 125

켈로이드 형성 93

코 101

코끼리와 같은 동물의 등에 타고 이동하기 134

코사이벽 101

코안 공간 101

코인두 101

콩팥 106

콩팥위샘 105

콩팥의 기능 82

쾌활함 52

큰 근육의 불수의적 수축 90

큰소리로 울기 69

큰창자 105

 

ㅌ

타성 91

타이머 스위치 159

타인 보조하기 142

타인의 건강관리 보조하기 143

타인의 대인관계 보조하기 143

타인의 영양관리 보조하기 143

타인의 의사소통 보조하기 143

타인의 이동 보조하기 143

타인의 자기관리 보조하기 143

타자기 사용하기 125

탄수화물대사 79

탈모증 94

탈수 79

태도 14, 17, 171-172, 214

태도적 환경 9, 14, 156

태양광선 167

택시 이용하기 133

터널시야 61

털 관리하기 135

털과 손발톱의 기능 94

털의 구조 111

털의 기능 94

털의 성장기능 94

텔레비전 159, 178, 179

텔레비전과 비디오 장치 159

텔레타이프 176

토네이도 166

토론 124

토론 시작하기 124

토론 종결하기 124

토론 지속하기 124

토지 사용 정책 163

토지, 수질 또는 대기오염 166

토지개발에 대한 제품과 기술 163

통각과민증 66

통각상실 66

통각저하증 66

통계기준 189

통신 서비스 176

통신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176

통신 시스템 176

통신 정책 176

통증 66-67

통증감각 66

통증성 무감각 66

통찰력 57

통합 언어기능 59

통화 159

투표 155, 183

트림하기 76

특수기록장치 159

특수한 컴퓨터 기술 160

특이적 면역반응 72

틱장애 91

 

ㅍ

파킨슨병 89

판단력 58

팔꿉관절 108

팔로 나르기 128

팔의 피부 111

팔이나 다리의 지지기능 91

팔통증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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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만감 78

페인트칠하기 142

편견 14, 17, 189

폐경 83, 84, 201

폐경기 야간발한 85

폐경기 홍조 85

폐기종 73

포괄적 분류척도 21

표면과 그 질감이나 질을 감지 65

표재성 또는 얕은 호흡 73

표준 및 동일 환경 13

표지판 162, 163

프리랜서 작가나 상담가 종사 151

피로도 74

피부 67, 93, 94, 111

피부 관리하기 135

피부 및 관련구조의 기능 93-94

피부가 얇아지는 것 93

피부경화 93

피부기름샘 111

피부분절의 방사통 67

피부샘기능 93

피부샘의 구조 111

피부에 가해지는 압력 65

피부와 관련된 감각 93

피부의 광민감도 93

피부의 보호기능 93

피부의 재생기능 93

피부의 절연기능 93

피부의 질 93

필수품 마련 139-140

 

ㅎ

하나의 팔이나 다리근육의 근력 87

하나의 팔이나 다리의 근긴장도 88

하루 주기 53

하반신마비 87, 88, 89, 91

하반신마비성보행 92

하반신불완전마비 88, 89

하반신의 근긴장도 89

하반신의 근력 88

하품하기 74

학교교육 149

학생 146, 169

학습과 지식적용 114-118

한 관절의 안정성 86

한 관절의 운동성 86

한 눈의 근거리시력 61

한 눈의 원거리시력 61

한 사람과 대화하기 124

한 사람과 토론하기 124

항문조임근 기능부전 77

해리성 기억상실 54

해부학적 부위 9, 10, 95, 202

핸디캡 3, 187, 189, 202, 216

행동 패턴 15

행정 관리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향기 65

향기와 냄새를 감지하는 감각기능 65

허리 굽히기 126

허리 통증 67

허리등골뼈 110

허리엉치척수 97

허리케인 166

허파 103

허파꽈리 103

혀 101

현기증 64

현실감 상실 60

현재 환경  6, 10, 13, 17, 21, 22, 112, 190, 

203, 204, 206, 213

혈관 운동 기능 70

혈관기능 70

혈압기능 71

혈압의 감소 71

혈압의 유지 71

혈압의 증가 71

혈액 응고 71

혈액 응고기능 72



274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

혈액계와 면역계기능 71-73

혈액생산 72

혈액의 대사물질운반기능 72

혈액의 산소운반기능 72

혈전색전증 70

협동조합 179

협조성 51

형사재판 177

형제 및 대가족 관계 147

형제자매 147

형제자매 관계 유지하기 147

호기심 52

호르몬균형 80

호응성 51

호흡계기능 73-74

호흡계의 구조 103

호흡곤란 74

호흡근 103

호흡근육기능 73

호흡기능 73

호흡깊이 73

호흡리듬 73

호흡리듬과 호흡깊이 73

호흡보조근육의 기능 74

호흡수 73

호흡이 가쁜 것 74

혼미 50

혼수상태 50

홍수 166

홍채 99

화 55

화재, 응급 서비스 177

화재와 생활안전기준 174

환경 수정 5

환경계획 정책 174

환경요인  4, 5, 7, 9, 10, 12, 13, 14, 15, 16, 

17, 19, 20, 112, 156, 157, 188, 189, 190, 

191, 194, 197, 198, 199, 203, 204, 206, 

213, 214, 221

환경요인의 분류척도 156

환경요인의 장해요인  10, 15, 20, 22, 156, 

157, 190, 204, 207, 213, 217

환경요인의 촉진요인  5, 10, 15, 20, 22, 156, 

158, 189, 198, 204, 207, 217

환경요인의 코드화 156, 206

환경재해 166

환경적응 능력 112

환경조절 장치 160

환상사지 60

활동  3, 6, 7, 9, 10, 11, 12, 14, 15, 19, 20, 

112, 188, 198, 203, 208, 217

활동 제한  3, 7, 9, 12, 112, 188, 189, 198, 

203, 208, 209, 210

활동과 참여 구조화의 선택사항 208

활동과 참여 목록의 적용 208-212

활동과 참여를 위한 선택적 분류척도 204

활동과 참여의 구성요소  3, 7, 9, 12, 14, 15, 

19, 20, 112, 187, 191, 194, 196, 198, 200, 

203, 207, 208-212

활동과 참여의 분류척도 112

활력 52

회교사원에 참석하기 154

회전, 흔들림 또는 기울어짐에 대한 감각 64

회피반사 90

회화 123

효소생산과 작용 77

후각기능 65

후각상실증 65

후각저하증 65

후견인 147

후두 101

후두의 기능 68

후지각 56

훈련 서비스 182

훈련과 기술 프로그램 182

휘파람 소리 167

휘파람불기 74

휠체어 156, 159, 161, 207, 214

휠체어로 이동하기 133

휠체어와 스쿠터 유지하기 142



색인 275

흉내 내기 114

흉부압박감 74

흉부호흡근육의 기능 74

흉터 93

흐르는 물 마시기 137

흔들림이나 떨림을 감지 65

흡수장애 77

흥분 83

희망적인 52

 

H

HIV 양성 14, 17

 

 I 

ICD-10 3, 4, 11, 191, 198

ICF 개념 3, 5, 9, 16

ICF 구성 9, 16, 191

ICF 구성개념  16, 17, 20, 190, 191, 203-207, 

209, 213, 214

ICF 데이터베이스 193

ICF 분류  5, 6, 7, 8, 11, 19, 198, 199, 200, 

206, 212, 213, 215

ICF 브라우저 200

ICF 블록 196

ICF 사용 윤리지침 218-219

ICF 사용 윤리지침에서 비밀유지 218

ICF 사용에서 ‘상세불명의’ 197

ICF 사용에서 적절한 중재 225

ICF 상세판 8, 19, 224

ICF 설문지의 적용 196

ICF 요약본 8, 19, 224

ICF 용어 3, 7, 9, 10, 19, 187-193, 196

ICF 정보의 사회적 적용을 위한 윤리지침 219

ICF 코드  3, 5, 9, 11, 13, 19, 20, 21, 194, 

195, 196

ICF에서 ‘기타 명시된’의 사용 197

ICF에서 숫자 코드화 197

ICF에서 정신건강의 적용 195

ICF에서 조작적 정의 19, 192, 196, 224, 225

ICF에서의 중립적 용어 192

ICF와 장애가 있는 사람 216

ICF의 개입이나 만족감에 대한 코드화 199

ICF의 교육용 사용 5

ICF의 교육용 자료 225

ICF의 구성요소 189

ICF의 구조적 특성 19

ICF의 단위 6, 192

ICF의 목적 5

ICF의 범위 6

ICF의 보편성 6

ICF의 부 191, 194

ICF의 사례기록 양식 225

ICF의 사용 19

ICF의 연구용 버전 224

ICF의 임상용 버전 224

ICF의 임상적 사용을 위한 윤리지침 218

ICF의 임상적 적용 218

ICF의 자료 비교 5

ICF의 적용 5

ICF의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 195

ICF의 전산화 225

ICF의 정의 196

ICF의 제시방식 7

ICF의 제외용어 196

ICF의 체계 3, 5, 6, 14, 218

ICF의 최적의 보건정보 226

ICF의 특성 6

ICF의 포함용어 196

ICF의 향후 방향 224-225

ICIDH-2 버전의 필드테스트 222, 223

ICIDH-2 버전의 현장시험 3

ICIDH에 대한 북아메리카협력센터 221

ICIDH의 네덜란드협력센터 221

ICIDH의 프랑스협력센터 221

 

W

WHO 국제 분류군 3, 4

WHO 분류군 221



IC
F

I
C
F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
| 한글번역본 제2차 개정판 |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TEL. 02-6360-5599  FAX. 02-6360-6930

국
제 

기
능·

장
애·

건
강 

분
류 

 | 

한
글
번
역
본 

제
2
차 

개
정
판 |

9 791186 408001

9 5 5 1 0

ISBN 979-1-18640-800-1


	빈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