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mographic information

City Rehabilitation Centre, Gwangju

GENERIC ICF CORE SETS

H 1. 이 checklist를 완성할 때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고 출처를 기록하시오.H 1. 이 checklist를 완성할 때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고 출처를 기록하시오.H 1. 이 checklist를 완성할 때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고 출처를 기록하시오.H 1. 이 checklist를 완성할 때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고 출처를 기록하시오.H 1. 이 checklist를 완성할 때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고 출처를 기록하시오.H 1. 이 checklist를 완성할 때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고 출처를 기록하시오.H 1. 이 checklist를 완성할 때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고 출처를 기록하시오.H 1. 이 checklist를 완성할 때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고 출처를 기록하시오.

[1] 서면 기록 [2] 대상자 [3] 다른 정보 제공자 [4] 직접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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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구통계학적 정보   DEMOGRAPHIC INFORMATION인구통계학적 정보   DEMOGRAPHIC INFORMATION인구통계학적 정보   DEMOGRAPHIC INFORMATION

A. 1 성명 성 : 이름 :

A. 2 성별 여자 : 남자 :

A. 3 생년월일 ______________  년 ______________  월 ______________  일

A. 4 주소 (선택 사항)(선택 사항)(선택 사항)(선택 사항)

A. 5 정규교육(학력)

A. 6 결혼 상태 가장 적당한 것을 선택 하시오.가장 적당한 것을 선택 하시오.가장 적당한 것을 선택 하시오.

[1] 미혼 [4] 이혼

[2] 기혼 [5] 사별

[3] 별거 [6] 동거

A. 7 현재 직업 가장 적당한 것을 선택 하시오.가장 적당한 것을 선택 하시오.가장 적당한 것을 선택 하시오.

[1] 유급 고용직 [6] 은퇴

[2] 자영업 [7] 해직(건강상 이유)

[3] 자선사업 [8] 해직(다른 이유)

[4] 학생 [9] 기타

[5] 가사 특이사항

A. 8 현재 나타나는 의학적 진단, 가능한 국제질병분류
코드를 기입할 것.
현재 나타나는 의학적 진단, 가능한 국제질병분류
코드를 기입할 것.

[1] 나타나는 의학적 상태 없음[1] 나타나는 의학적 상태 없음

[2][2] ICD code :

[3][3] ICD code :

[4][4] ICD code :

[5] 질병, 장애, 손상이 있으나 특성이나 진단을 모르는 경우[5] 질병, 장애, 손상이 있으나 특성이나 진단을 모르는 경우[5] 질병, 장애, 손상이 있으나 특성이나 진단을 모르는 경우

[문서정보]

이 ICF Checklist는 ‘광주씨티재활병원 재활센터’에서 사용하기 위해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제작한 것입니다. 우리말 용어는 보건복지부에서 
번역 발행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에 나오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1. 제목: GENERIC ICF CORE SETS
2. 편집 참여자: 이문규, 송현승, 정우식, 박혜령, 황기경, 조형태, 윤태원, 이선의, 김은비, 김수진, 진원화, 이안나, 조윤숙
3. 참고 논문: Alarcos Cieza et al. Identification of candidate categories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ICF) for a Generic ICF Core Set based on regression modeling. BMC Medical Research Methodology 
2006, 6:36



Body functions                                                                                                           GENERIC ICF CORE SETS

City Rehabilitation Centre, Gwangju

신체 기능 요약 목록 Short List of Body Functions신체 기능 요약 목록 Short List of Body Functions신체 기능 요약 목록 Short List of Body Functions신체 기능 요약 목록 Short List of Body Functions신체 기능 요약 목록 Short List of Body Functions 분류자

b1 정신 기능 MENTAL FUNCTIONS정신 기능 MENTAL FUNCTIONS정신 기능 MENTAL FUNCTIONS정신 기능 MENTAL FUNCTIONS

b130 활동력, 활동 기능    Energy and dive functions

b1300 에너지 수준    Energy level

b1301 동기부여    Motivation

b1302 식욕    Appetite

b1303 갈망    Craving

b1304 충돌조절    Impulse control

b1305 기타 특이적인 에너지와 활동

b1306 상세불명의 에너지와 활동

b134 수면 기능    Sleep functions 

b1340 수면의 양    Amount of sleep

b1341 수면의 시작    Onset of sleep

b1342 수면의 유지    Maintenance of sleep

b1343 수면의 질    Quality of sleep

b1344 수면주기를 침해하는 기능    Functions involving the sleep cycle

b1348 기타 특이적인 수면 기능

b1349 상세불명의 수면 기능

b140 주의력 기능    Attention functions

b1400 주의력 유지    Sustaining attention

b1401 주의력 이동    Shifting attention

b1402 주의력 분할    Diving attention

b1403 주의력 공유    Sharing attention

b1408 기타 특이적인 주의력

b1409 상세불명의 주의력

b144 기억 기능    Memory functions

b1440 단기 기억    Short-term memory

b1441 장기 기억    Long term memory  

b1442 기억 재생    Retrieval of memory

b1448 기타 특이적인 기억 기능

b1449 상세불명의 기억 기능

b152 정서 기능    Emotional functions

b1520 정서의 적절성    Appropriateness of emotion

b1521 정서의 조절    Regulation   

b1522 정서의 범위    Regulation of emotion

b1528 기타 특이적인 정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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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a: IMPAIRMENTS OF BODY FUNCTIONSPART 1a: IMPAIRMENTS OF BODY FUNCTIONSPART 1a: IMPAIRMENTS OF BODY FUNCTIONSPART 1a: IMPAIRMENTS OF BODY FUNCTIONS

분류자 Qualifier: 
Extent of impairments

0 손상없음 1 경도 손상 2 중등도 손상분류자 Qualifier: 
Extent of impairments 3 심각한 손상 4 완전 손상 8 특이사항 없음
분류자 Qualifier: 
Extent of impairments

9 적용할 수 없음



Body functions                                                                                                           GENERIC ICF CORE SETS

City Rehabilitation Centre, Gwangju

신체 기능 요약 목록 Short List of Body Functions신체 기능 요약 목록 Short List of Body Functions신체 기능 요약 목록 Short List of Body Functions신체 기능 요약 목록 Short List of Body Functions신체 기능 요약 목록 Short List of Body Functions 분류자

b1529 상세불명의 정서 기능

b2 감각 기능과 통증 SENSORY FUNCTION AND PAIN감각 기능과 통증 SENSORY FUNCTION AND PAIN감각 기능과 통증 SENSORY FUNCTION AND PAIN감각 기능과 통증 SENSORY FUNCTION AND PAIN

b210 시각 기능    Seeing functions

b2100 시력 기능    Visual acuity functions

b21000 원거리 상에 대한 양안 시력    Binocular acuity of distant vision

b21001 원거리 상에 대한 단안 시력    Monocular acuity of distant vision

b21002 단거리 상에 대한 양안 시력    Binocular acuity of near vision

b21003 단거리 상에 대한 단안 시력    Monocular acuity of near vision

b21008 기타 특이적인 시력 기능

b21009 상세불명의 시력 기능

b2101 시야 기능    Visual field function

b2102 시력의 질    Quality of vision

b21020 광민감도    Light sensitivity

b21021 색각    Color vision

b21022 대비민감도    Contrast sensitivity

b21023 시상의 질    Visual picture quality

b21028 기타 특이적인 시각의 질

b21029 상세불명의 시각의 질

b2108 기타 특이적인 시각 기능

b2109 상세불명의 시각 기능

b230 청각 기능    Hearing functions

b2300 소리 인식    Sound detection

b2301 소리 판별    Sound discrimination

b2302 음원의 위치 확인    Localisation of sound source

b2303 소리의 편위    Lateralization of sound

b2304 어음 판별    Speech discrimination

b2308 기타 특이적인 청각 기능

b2309 상세불명의 청각 기능

b280 통증 감각    Sensation of pain

b2800 전신적 통증    Generalized pain

b2801 신체부위 통증    Pain in body part

b28010 두부 및 경부 통증    Pain in head and neck

b28011 흉통    Pain in Chest

b28012 위통 및 복통    Pain in stomach or abdomen

b28013 배부통    Pain in back

b28014 상지 통증    Pain in upper limb

b28015 하지 통증    Pain in lower limb

b28016 관절 통증    Pain in joints

b28018 기타 특이적인 신체 부위의 통증

b28019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통증

b2802 다발성 신체 부위의 통증    Pain in multiple body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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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functions                                                                                                           GENERIC ICF CORE SETS

City Rehabilitation Centre, Gwangju

신체 기능 요약 목록 Short List of Body Functions신체 기능 요약 목록 Short List of Body Functions신체 기능 요약 목록 Short List of Body Functions신체 기능 요약 목록 Short List of Body Functions신체 기능 요약 목록 Short List of Body Functions 분류자

b2803 피부절 방사통    Radiating pain in a dermatome

b2804 분절 및 지엽적 방사통    Radiating pain in a segment or region

b7 신경근 골격계와 운동관련 기능    NEUROMUSCULOSKELETAL AND MOVEMENT-RELATED FUNCTIONS신경근 골격계와 운동관련 기능    NEUROMUSCULOSKELETAL AND MOVEMENT-RELATED FUNCTIONS신경근 골격계와 운동관련 기능    NEUROMUSCULOSKELETAL AND MOVEMENT-RELATED FUNCTIONS신경근 골격계와 운동관련 기능    NEUROMUSCULOSKELETAL AND MOVEMENT-RELATED FUNCTIONS

b710 관절의 가동 기능    Mobility of joint functions

b7100 한 관절의 가동성  Mobility of single joint

b7101 여러 관절의 가동성    Mobility of several joints

b7102 전반적인 관절 가동성    Mobility of joints generalized

b7108 기타 특이적인 관절의 가동 기능

b7109 상세 불명의 관절의 가동 기능

b730 근력 기능    Muscle functions

b7300 단일 근육과 근육군의 근력    Power of isolated muscles and muscle groups

b7301 한 지절 근육의 힘  Power of muscles of one limb

b7302 신체 한쪽 근육 힘    Power of muscles of one side of the body

b7303 하반신 근육 힘    Power of muscles in lower half of the body

b7304 사지 근육 힘    Power of muscles of all limbs

b7305 몸통 근육 힘    Power of muscles of the trunk

b7306 신체 모든 근육의 힘    Power of all muscles of the body

b7308 기타 특이적인 근력 기능

b7309 상세불명의 근력 기능

그 외 신체 기능그 외 신체 기능그 외 신체 기능그 외 신체 기능그 외 신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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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 Participation                                                                                          GENERIC ICF CORE SETS

City Rehabilitation Centre, Gwangju

활동과 참여 영역의 요약 목록 Short List of A&P domains활동과 참여 영역의 요약 목록 Short List of A&P domains활동과 참여 영역의 요약 목록 Short List of A&P domains활동과 참여 영역의 요약 목록 Short List of A&P domains Performance
Qualifier

Capacity
Qualifier

d1 학습과 지식 활용 LEARNING AND APPLYING KNOWLEDGE학습과 지식 활용 LEARNING AND APPLYING KNOWLEDGE학습과 지식 활용 LEARNING AND APPLYING KNOWLEDGE

d110 보기    Watching

d115 듣기    Listening

d120 여타 의도적인 지각    Other purposeful sensing

d129 기타 특이적인 또는 상세불명의 의도적 감각 경험

d130 모방    Copying

d135 반복    Rehearsing

d140 읽기 학습    Learning to read

d145 쓰기 학습    Learning to write

d150 연산 학습    Learning to calculate

d155 기술 습득    Acquiring skills

d1550 기본적인 기술 습득    Acquiring basic skills

d1551 복잡한 기술 습득    Acquiring complex skills

d1558 기타 특이적인 기술 습득

d1559 상세불명의 기술 습득

d159 기타 특이적인 또는 상세불명의 기본적인 학습

d160 주의집중    Focusing attention

d163 사고    Thinking

d166 읽기    Reading 

d170 쓰기    Writing

d172 연산    Calculating

d175 문제해결   Solving problems

d177 판단    Making decisions

d179 기타 특이적인 또는 상세 불명의 지식 적용

d198 기타 특이적인 지식 학습과 적용

d199 상세불명의 지식 학습과 적용

d2 일반적 과제와 요구    GENERAL TASKS AND DEMANDS일반적 과제와 요구    GENERAL TASKS AND DEMANDS일반적 과제와 요구    GENERAL TASKS AND DEMANDS

d230 일상생활 이행    Carrying out daily rou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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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ACTIVITIES LIMITATION & PARTICIPATION RESTRICTIONPART 2: ACTIVITIES LIMITATION & PARTICIPATION RESTRICTION

첫번째 요건: 수행(Performance)
참여 제한(Participation Restriction)의 정도

두번째 요건: 능력(Capacity; 도움없이)
활동 한계(Activity Limitation)의 정도

0 어려움 없음 (No difficulty)

1 약간의 어려움 (Mild difficulty)

2 중간정도의 어려움 (Moderate difficulty)

3 심한 어려움 (Severe difficulty)

4 완전한 어려움 (Complete difficulty)

8 명시할 수 없음 (Not specified)

9 적용할 수 없음 (Not applicable)

0 어려움 없음 (No difficulty)

1 약간의 어려움 (Mild difficulty)

2 중간정도의 어려움 (Moderate difficulty)

3 심한 어려움 (Severe difficulty)

4 완전한 어려움 (Complete difficulty)

8 명시할 수 없음 (Not specified)

9 적용할 수 없음 (Not applicable)



Activities & Participation                                                                                          GENERIC ICF CORE SETS

City Rehabilitation Centre, Gwangju

활동과 참여 영역의 요약 목록 Short List of A&P domains활동과 참여 영역의 요약 목록 Short List of A&P domains활동과 참여 영역의 요약 목록 Short List of A&P domains활동과 참여 영역의 요약 목록 Short List of A&P domains Performance
Qualifier

Capacity
Qualifier

d2301 일상생활 관리    Managing daily routine

d2302 일상생활 완수    Completing the daily routine

d2303 자기 자신의 활동 수위 관리    Managing ones own activity level

d2308 기타 특이적인 일과 수행

d2309 상세불명의 일과 수행

d3 의사소통    COMMUNICATION의사소통    COMMUNICATION의사소통    COMMUNICATION

d310 음성 언어로 의사소통하기    Communicating with-receiving-spoken 
messages

d315 비 음성 언어로 의사소통하기    Communicating with-receiving-non 
verbal messages

d3150 몸짓으로 전달받은 메시지로 의사소통    Communicating with-receiving-
body gestures

d3151 일반적인 신호 및 기호로 전달받은 메시지로 의사소통    Communicating 
with-receiving-general signs and symbols

d3152 그림 및 사진으로 전달받은 메시지로 의사소통    Communicating with-
receiving-drawings and photographs

d3158 기타 특이적인 비언어적 전달메시지로 의사소통

d3159 상세불명의 비언어적 전달메시지로 의사

d320 공식적인 ‘수화’로 전달받은 메시지로 의사소통    Communicating with-
receiving-formal sign language messages

d325 문어로 전달받은 메시지로 의사소통    Communicating with-receiving-
written messages

d330 말하기 Speaking

d335 비언어적 메시지 전달    Producing nonverbal message

d3350 몸짓으로 메시지 전달    Producing body language

d3351 기호 및 신호로 메시지 전달    Producing signs and symbols

d3352 그림 및 사진으로 메시지 전달    Producing drawings and photographs

d3358 기타 특이적인 비언어적 메시지 전달

d3359 상세불명의 비언어적 메시지 전달

d340 공식적인 수화로 메시지 전달    Producing messages in formal sign 
language

d345 메시지 작성    Writing message

d349 기타 특이적인 또는 상세불명의 의사소통-전달하기

d350 대화    Conversation

d3500 대화 시작    Starting a conversation

d3501 대화 유지    Sustaining a conversation

d3502 대화 종료    Ending a Conversation

d3503 단독 대화    Conversing with one person

d3504 집단 대화    Conversing with many people

d3508 기타 특이적인 대화

d3509 상세불명의 대화

d355 논의    Discussion

d3550 단독 논의    Discussion with one person

d3551 집단 논의    Discussion with one people

d3558 기타 특이적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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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 Participation                                                                                          GENERIC ICF CORE SETS

City Rehabilitation Centre, Gwangju

활동과 참여 영역의 요약 목록 Short List of A&P domains활동과 참여 영역의 요약 목록 Short List of A&P domains활동과 참여 영역의 요약 목록 Short List of A&P domains활동과 참여 영역의 요약 목록 Short List of A&P domains Performance
Qualifier

Capacity
Qualifier

d3559 상세불명의 논의

d360 의사소통 장비 및 기술의 이용    Using communication devices and 
techniques

d3600 원거리 통신 장비 이용    Using telecommunication devices

d3601 기록 장비 이용    Using writing machines

d3602 의사소통 기술 이용    Using communication techniques

d3608 기타 특이적인 의사소통 장비 및 기술 이용

d3609 상세불명의 의사소통 장비 및 기술 이용

d369 기타 특이적인 또는 상세불명의 대화, 그리고 의사소통 장비 및 기술의 이용

d398 기타 특이적인 의사소통

d399 상세불명의 의사소통

d4 이동 MOBILITY이동 MOBILITY이동 MOBILITY

d410 기본적인 자세변화    Changing basic body position

d4100 눕기    Lying down

d4101 쪼그려 앉기    Squatting

d4102 무릎 꿇기 자세    Kneeling

d4103 앉기    Sitting

d4104 서기    Standing

d4105 구부리기 자세    Bending

d4106 몸의 중심 이동    Shifting the body’s centre of gravity

d4108 기타 특이적인 기본적인 자세 변화

d4109 상세불명의 기본적인 자세 변화

d415 자세유지    Maintaining a body position

d4150 눕기 자세 유지    Maintaining a lying position

d4151 쪼그려 앉은 자세 유지    Maintaining a squatting position

d4152 무릎 꿇은 자세 유지     Maintaining a kneeling position

d4153 앉은 자세 유지    Maintaining a sitting position

d4154 선 자세 유지    Maintaining a standing position

d4158 기타 특이적인 자세 유지

d4159 상세불명의 자세 유지

d430 물건을 들어올려 나르기    Lifting and carrying objects

d4300 들어 올리기    Lifting

d4301 손으로 나르기    Carrying in the hands

d4302 팔로 나르기    Carrying in the arms

d4303 어깨, 둔부,등에 짊어지고 나르기    Carrying on shoulders, hip and back

d4304 머리로 나르기    Carrying on the head

d4305 내려 놓기     Putting down objects

d4308 기타 특이적인 들어올려 나르기

d4309 상세불명의 들어올려 나르기

d450 걷기    Walking

d4500 단거리 걷기    Walking short di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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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 Participation                                                                                          GENERIC ICF CORE SETS

City Rehabilitation Centre, Gwangju

활동과 참여 영역의 요약 목록 Short List of A&P domains활동과 참여 영역의 요약 목록 Short List of A&P domains활동과 참여 영역의 요약 목록 Short List of A&P domains활동과 참여 영역의 요약 목록 Short List of A&P domains Performance
Qualifier

Capacity
Qualifier

d4501 장거리 걷기    Walking long distances

d4502 상이한 지면 걷기    Walking on different surfaces

d4503 장애물 선회 걷기    Walking around obstacles

d4508 기타 특이적인 걷기

d4509 상세불명의 걷기

d455 이동하기    Moving around

d4550 기어가기    Crawling

d4551 오르기    Climbing

d4552 달리기 Running

d4553 뛰어 오르기    Jumping

d4554 헤엄치기   Swimming

d4558 기타 특이적인 이동

d4559 상세불명의 이동

d5 자기관리    SELF CARE자기관리    SELF CARE자기관리    SELF CARE

d510 씻기    Washing oneself (bathing, drying, washing hands, etc.)

d5100 신체 일부 씻기    Washing body parts

d5101 전신 씻기    Washing whole body

d5102 말리기    Drying oneself

d5108 기타 특이적인 씻기

d5109 상세불명의 씻기

d530 대소변 처리    Toileting

d5300 배뇨 조절     Regulating urination

d5301 배변 조절    Regulating defecation

d5302 월경 관리    Menstrual care

d5308 기타 특이적인 용변

d5309 상세불명의 용변

d540 몸단장  Dressing

d5400 옷 입기  Putting on clothes

d5401 옷 벗기  Taking off clothes

d5402 신발 신기    Putting on footwear

d5403 신발 벗기    Taking off footwear

d5404 적절한 옷차림    Choosing appropriate clothing

d5408 기타 특이적인 몸단장

d5409 상세불명의 몸단장

d6 가정 생활     DOMESTIC LIFE가정 생활     DOMESTIC LIFE가정 생활     DOMESTIC LIFE

d640 가사 돌보기   Doing housework

d6400 의복 세탁 및 건조

d6401 주방 청소 및 식기 세척

d6402 생활공간 청소

d6403 가전제품 사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ctivities & Participation                                                                                          GENERIC ICF CORE SETS

City Rehabilitation Centre, Gwangju

활동과 참여 영역의 요약 목록 Short List of A&P domains활동과 참여 영역의 요약 목록 Short List of A&P domains활동과 참여 영역의 요약 목록 Short List of A&P domains활동과 참여 영역의 요약 목록 Short List of A&P domains Performance
Qual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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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fier

d6404 일용 필수품 비축

d6405 쓰레기 처리

d6408 기타 특이적인 가사 돌보기

d6409 상세불명의 가사 돌보기

d7 대인 관계와 상호작용    INTERPERSONAL INTERACTIONS AND RELATIONSHIPS대인 관계와 상호작용    INTERPERSONAL INTERACTIONS AND RELATIONSHIPS대인 관계와 상호작용    INTERPERSONAL INTERACTIONS AND RELATIONSHIPS

d750 비공식적 사회 관계    Informal social relationships

d7500 친구와의 비공식적인 관계    Informal relationships with friends

d7501 이웃과의 비공식적인 관계    Informal relationships with neighbors

d7502 지인과의 비공식적인 관계    Informal relationships with acquaintances

d7503 동거인과의 비공식적인 관계    Informal relationships with cohabitants

d7504 동료와의 비공식적인 관계    Informal relationships with peers

d7508 기타 특이적인 비공식적인 사회관계

d7509 상세불명의 비공식적인 사회관계

d760 가족 관계    Family relationships

d7600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    Parent-child relationships

d7601 자녀로서 부모와의 관계    Child-parent relationships

d7602 형제 자매 관계    Sibling relationships

d7608 기타 특이적인 가족 관계

d7609 상세불명의 가족 관계

d770 친밀한 관계    Intimate relationships

d7700 낭만적인 관계    Romantic relationships

d7701 배우자 관계    Spousal relationships

d7702 성 관계    Sexual relationships

d7708 기타 특이적인 친밀한 관계

d7709 상세불명의 친밀한 관계

d8 주요 생활 영역    MAJOR LIFE AREAS주요 생활 영역    MAJOR LIFE AREAS주요 생활 영역    MAJOR LIFE AREAS

d850 유급 고용    Remunerative employment

d8500 자영업    Self-employment

d8501 임시직 근무    Part-time employment

d8508 기타 특이적인 유급 고용

d8509 상세불명의 유급 고용

d9 공동체, 사회, 도시 생활    COMMUNITY, SOCIAL AND CIVIC LIFE공동체, 사회, 도시 생활    COMMUNITY, SOCIAL AND CIVIC LIFE공동체, 사회, 도시 생활    COMMUNITY, SOCIAL AND CIVIC LIFE

d920 오락과 여가    Recreation and leisure

d9200 놀이    Play

d9201 스포츠    Sports

d9202 예술 및 교양    Arts and cultures

d9203 수공예    Crafts

d9204 취미    Hobbies

d9205 사회화    Socializing

d9208 기타 특이적인 오락과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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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 Participation                                                                                          GENERIC ICF CORE 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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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 참여 영역의 요약 목록 Short List of A&P domains활동과 참여 영역의 요약 목록 Short List of A&P domains활동과 참여 영역의 요약 목록 Short List of A&P domains활동과 참여 영역의 요약 목록 Short List of A&P domains Performance
Qual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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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fier

d9209 상세불명의 오락과 여가

그 외 활동과 참여 ANY OTHER ACTIVITY AND PARTICIPATION그 외 활동과 참여 ANY OTHER ACTIVITY AND PARTICIPATION그 외 활동과 참여 ANY OTHER ACTIVITY AND PARTICIPATION그 외 활동과 참여 ANY OTHER ACTIVITY AND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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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factors                                                                                               GENERIC ICF CORE SETS

City Rehabilitation Centre, Gwangju

환경 요약 목록    Short List of ENVIRONMENT환경 요약 목록    Short List of ENVIRONMENT환경 요약 목록    Short List of ENVIRONMENT환경 요약 목록    Short List of ENVIRONMENT Qualifier
(장벽)

Qualifier
(촉진자)

e4 태도, 마음가짐    Attitudes태도, 마음가짐    Attitudes태도, 마음가짐    Attitudes

e450 보건 전문가의 개인적 태도    Individual attitudes of health professionals

그 외 다른 환경적 인자들    ANY OTHER ENVIRONMENTAL FACTORS그 외 다른 환경적 인자들    ANY OTHER ENVIRONMENTAL FACTORS그 외 다른 환경적 인자들    ANY OTHER ENVIRONMENTAL FACTORS그 외 다른 환경적 인자들    ANY OTHER ENVIRONMENTAL FACTORS

. .

. .

. .

. .

PART 3: ENVIRONMENTAL FACTORSPART 3: ENVIRONMENTAL FACTORSPART 3: ENVIRONMENTAL FACTORS

분류자 Qualifier in 
environment: 
Barriers or facilitator

0 No barriers (장벽 없음)

1 Mild barriers (약간의 장벽)

2 Moderate barriers (중등도의 장벽)

3 Severe barriers (심한 장벽)

4 Complete barriers (완전한 장벽)

0 No facilitator (촉진자 없음)

+1 Mild facilitator (약간의 촉진자)

+2 Moderate facilitator (중등도의 촉진자)

+3 Substantial facilitator (상당한 촉진자)

+4 Complete facilitator (완전한 촉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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