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mographic information

City Rehabilitation Centre, Gwangju

BRIEF ICF CORE SET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H1. 이 checklist를 완성할 때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고 출처를 기록하시오.H1. 이 checklist를 완성할 때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고 출처를 기록하시오.H1. 이 checklist를 완성할 때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고 출처를 기록하시오.H1. 이 checklist를 완성할 때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고 출처를 기록하시오.H1. 이 checklist를 완성할 때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고 출처를 기록하시오.H1. 이 checklist를 완성할 때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고 출처를 기록하시오.H1. 이 checklist를 완성할 때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고 출처를 기록하시오.H1. 이 checklist를 완성할 때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고 출처를 기록하시오.

[1] 서면 기록 [2] 대상자 [3] 다른 정보 제공자 [4] 직접 관찰

H2. Date ___ ___ / ___ ___ / ___ ___     H3.  Case ID __ __ , __ _____, ___    H4. Participant No. ___ ___ , ___ __ , __ __ __H2. Date ___ ___ / ___ ___ / ___ ___     H3.  Case ID __ __ , __ _____, ___    H4. Participant No. ___ ___ , ___ __ , __ __ __H2. Date ___ ___ / ___ ___ / ___ ___     H3.  Case ID __ __ , __ _____, ___    H4. Participant No. ___ ___ , ___ __ , __ __ __H2. Date ___ ___ / ___ ___ / ___ ___     H3.  Case ID __ __ , __ _____, ___    H4. Participant No. ___ ___ , ___ __ , __ __ __H2. Date ___ ___ / ___ ___ / ___ ___     H3.  Case ID __ __ , __ _____, ___    H4. Participant No. ___ ___ , ___ __ , __ __ __H2. Date ___ ___ / ___ ___ / ___ ___     H3.  Case ID __ __ , __ _____, ___    H4. Participant No. ___ ___ , ___ __ , __ __ __H2. Date ___ ___ / ___ ___ / ___ ___     H3.  Case ID __ __ , __ _____, ___    H4. Participant No. ___ ___ , ___ __ , __ __ __H2. Date ___ ___ / ___ ___ / ___ ___     H3.  Case ID __ __ , __ _____, ___    H4. Participant No. ___ ___ , ___ __ , __ __ __

                      day      month      year                         CE or CS  Case No. 1st or 2nd Evalu                   FTC      Site     Participant                      day      month      year                         CE or CS  Case No. 1st or 2nd Evalu                   FTC      Site     Participant                      day      month      year                         CE or CS  Case No. 1st or 2nd Evalu                   FTC      Site     Participant                      day      month      year                         CE or CS  Case No. 1st or 2nd Evalu                   FTC      Site     Participant                      day      month      year                         CE or CS  Case No. 1st or 2nd Evalu                   FTC      Site     Participant                      day      month      year                         CE or CS  Case No. 1st or 2nd Evalu                   FTC      Site     Participant                      day      month      year                         CE or CS  Case No. 1st or 2nd Evalu                   FTC      Site     Participant                      day      month      year                         CE or CS  Case No. 1st or 2nd Evalu                   FTC      Site     Particip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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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하시오.가장 적당한 것을 선택하시오.가장 적당한 것을 선택하시오.

[1] 미혼 [4] 이혼

[2] 기혼 [5] 사별

[3] 별거 [6] 동거

A.7 현재 직업 가장 적당한 것을 선택하시오.가장 적당한 것을 선택하시오.가장 적당한 것을 선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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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에 나오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 참고 문헌: Jerome B. et al. ICF Core Sets; Manual for Clinical Practice. Hogrefe. 2012.



Body functions                                                                       Brief ICF Core Set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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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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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30 에너지와 욕동 기능     Energy and drive functions

b1300 에너지 수준     Energy level

b1301 동기 부여     Motivation

b1302 식욕     Appetite

b1303 갈망     Craving

b1304 충동 조절     Impulse control

b164 고급 인지 기능     Higher-level cognitive functions

b1640 추상     Abstraction

b1641 조직 및 기획     Organization and planning

b1642 시간 관리     Time management

b1643 인지의 유연성     Cognitive flexibility

b1644 통찰력     Insight

b1645 판단력     Judgement 

b1646 문제 해결 능력     Problem-solving

b4 심혈관계, 혈액학적, 면역학적 그리고 호흡기계의 기능     FUNCTIONS OF THE CARDIOVASCULAR, 
HAEMATOLOGICAL, IMMUNOLOGICAL AND RESPIRATORY SYSTEMS
심혈관계, 혈액학적, 면역학적 그리고 호흡기계의 기능     FUNCTIONS OF THE CARDIOVASCULAR, 
HAEMATOLOGICAL, IMMUNOLOGICAL AND RESPIRATORY SYSTEMS
심혈관계, 혈액학적, 면역학적 그리고 호흡기계의 기능     FUNCTIONS OF THE CARDIOVASCULAR, 
HAEMATOLOGICAL, IMMUNOLOGICAL AND RESPIRATORY SYSTEMS
심혈관계, 혈액학적, 면역학적 그리고 호흡기계의 기능     FUNCTIONS OF THE CARDIOVASCULAR, 
HAEMATOLOGICAL, IMMUNOLOGICAL AND RESPIRATORY SYSTEMS

b455 운동 내성 기능     Exercise tolerance functions 

b4550 일반적인 신체적 지구력     General physical endurance

b4551 유산소 능력     Aerobic capacity

b4552 피로도     Fatiguability

그 외 신체 기능     ANY OTHER BODY FUNCTIONS그 외 신체 기능     ANY OTHER BODY FUNCTIONS그 외 신체 기능     ANY OTHER BODY FUNCTIONS그 외 신체 기능     ANY OTHER BODY FUNCTIONS그 외 신체 기능     ANY OTHER BODY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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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a: IMPAIRMENTS OF BODY FUNCTIONSPART 1a: IMPAIRMENTS OF BODY FUNCTIONSPART 1a: IMPAIRMENTS OF BODY FUNCTIONS

평가치 Qualifier: 

Extent of impairments

0  손상 없음  No impairment

1  경도 손상  Mild impairment

2  중도 손상  Moderate impairment

3  고도 손상  Severe impairment

4  완전 손상  Complete impairment

8  분류되어 있지 않음  Not specified

9  적용 불가  Not applicable



Activities & Participation                                                      Brief ICF Core Set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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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평가치

능력
평가치

d1 학습 및 지식의 적용     LEARNING AND APPLYING KNOWLEDGE학습 및 지식의 적용     LEARNING AND APPLYING KNOWLEDGE학습 및 지식의 적용     LEARNING AND APPLYING KNOWLEDGE

d155 기술 습득     Acquiring skills  

d1550 기본적인 기술 습득     Acquiring basic skills

d1551 복잡한 기술 습득     Acquiring complex skills

d2 일반적인 임무와 요구     GENERAL TASKS AND DEMANDS일반적인 임무와 요구     GENERAL TASKS AND DEMANDS일반적인 임무와 요구     GENERAL TASKS AND DEMANDS

d240 스트레스 및 여타 심리적 요구에의 대응     Handling stress and other psychological 
demands

d2400 책임 수행     Handling responsibilities

d2401 스트레스 대응     Handling stress

d2402 위기 대응     Handling crisis

d7 대인 관계     INTERPERSONAL INTERACTIONS AND RELATIONSHIPS대인 관계     INTERPERSONAL INTERACTIONS AND RELATIONSHIPS대인 관계     INTERPERSONAL INTERACTIONS AND RELATIONSHIPS

d720 복잡한 대인 관계      Complex interpersonal interactions

d7200 관계 형성하기      Forming relationships

d7201 관계 끝내기      Terminating relationships

d7202 대인 관계에서 행동조절     Regulating behaviours within interactions

d7203 사회적 법규에 맞게 행동      Interacting according to social rules

d7204 사회적 거리 유지      Maintaining social space

d8 주요생활영역     MAJOR LIFE AREAS주요생활영역     MAJOR LIFE AREAS주요생활영역     MAJOR LIFE AREAS

d845 구직·근속·퇴직     Acquiring, keeping and terminating a job

d8450 구직     Seeking employment

d8451 근속     Maintaining a job

d8452 퇴직     Terminating a job

d850 유급 고용     Remunerative employment

d8500 자영업     Self-employment

d8501 임시직 근무     Part-time employment

d8502 정규직 근무     Full-time employment

d855 무급 고용     Non-remunerative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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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ACTIVITY LIMITATIONS & PARTICIPATION RESTRICTIONSPART 2: ACTIVITY LIMITATIONS & PARTICIPATION RESTRICTIONS

첫번째 요건: 수행 (Performance)

참여 제약(Participation Restriction)의 정도

두번째 요건: 능력 (Capacity; 도움없이)

활동 제한(Activity Limitation)의 정도

0  어려움 없음  No difficulty

1  경도 어려움  Mild difficulty

2  중도 어려움  Moderate difficulty

3  고도 어려움  Severe difficulty

4  완전 어려움  Complete difficulty

8  분류되어 있지 않음  Not specified

9  적용 불가  Not applicable

0  어려움 없음  No difficulty

1  경도 어려움  Mild difficulty

2  중도 어려움  Moderate difficulty

3  고도 어려움  Severe difficulty

4  완전 어려움  Complete difficulty

8  분류되어 있지 않음  Not specified

9  적용 불가  Not applicable



Activities & Participation                                                      Brief ICF Core Set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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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평가치

능력
평가치

그 외 활동과 참여     ANY OTHER ACTIVITIES AND PARTICIPATION그 외 활동과 참여     ANY OTHER ACTIVITIES AND PARTICIPATION그 외 활동과 참여     ANY OTHER ACTIVITIES AND PARTICIPATION그 외 활동과 참여     ANY OTHER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 .



Environmental factors                                                           Brief ICF Core Set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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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요인 
평가치

촉진요인
평가치

e3 지원과 관계     SUPPORT AND RELATIONSHIPS지원과 관계     SUPPORT AND RELATIONSHIPS지원과 관계     SUPPORT AND RELATIONSHIPS

e310 직계 가족     Immediate family

e330 권력자     People in position of authority

e5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SERVICES, SYSTEMS AND POLICIES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SERVICES, SYSTEMS AND POLICIES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SERVICES, SYSTEMS AND POLICIES

e580 보건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Health services, systems and policies

e5800 보건 서비스     Health services

e5801 보건 시스템     Health systems

e5802 보건 정책     Health policies

e590 노동 및 고용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Labour and employment services, systems 
and policies

e5900 노동 및 고용 서비스     Labour and employment services

e5901 노동 및 고용 시스템     Labour and employment systems

e5902 노동 및 고용 정책     Labour and employme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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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치 Qualifier in 

environment: 
Barriers or facilitators

0  방해요인 없음  No barrier

1  경도 방해요인  Mild barrier

2  중도 방해요인  Moderate barrier

3  고도 방해요인  Severe barrier

4  완전 방해요인  Complete barrier

8  분류되어 있지 않은 방해요인

     Barrier, not specified

9  적용 불가  Not applicable

    

  0  촉진요인 없음  No facilitator

+1  경도 촉진요인  Mild facilitator

+2  중도 촉진요인  Moderate facilitator

+3  상당한 촉진요인  Substantial facilitator

+4  완전 촉진요인  Complete facilitator

+8  분류되어 있지 않은 촉진요인

       Facilitator, not specified

  9  적용 불가  Not applica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