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9-22

한국 장애출현율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ICF장애개념을 기반으로

2019. 10.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재)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 구 진
연 구 책 임 : 조윤화(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조사패널팀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태용(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조사패널팀 연구원)
연 구 지 원 : 문혜미(고려대학교 의학통계학과 박사과정)

자문위원
김 완 호 (국립재활원 병원부장)
김

민 (Human Resource Evaluation 연구위원)

 발간사

장애출현율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구 비율’이라는 간단한 산출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수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구’를 개념화 하는 것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생・사회심리적 모델인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nternational
Class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에 따른 장애개념은 국가별 법정
장애개념과 장애출현율 산출을 위한 ‘장애정의’에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손상’을 중심으로 장애출현율을 산출하고
있으며, 이 결과는 장애인복지정책 대상자의 선정과 예산 분배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ICF 장애개념인 ‘손상-활동 및 참여-환경적 맥락에 의한 장애
인’들은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원에서는 대규모 조사 차원에서는 국내 최초로 ICF 장애개념에 따른 장
애출현율 산출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애출현율은 18.7%로 한국 장애출현율
5.39%의 약 3배가량 높은 수치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한국 장애인복지정책 대상자가 의료적 기준에 의한 장애인으로 한
정되었다면,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손상 이외의 환경적 맥락 등에 의해 장애가
있는 분들의 욕구에 귀 기울여야할 때입니다.
본 연구결과가 법정 ‘장애’ 정의 및 장애출현율 측정 기준의 개편 이외에도 잠재
적 장애인복지정책대상자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길 소망
합니다.

2019년 10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최 경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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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요 약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장애는 진화하는 개념으로, 1950년대 ‘질병’이나 ‘손상’이 주요한 요인이었다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환경적 맥락’이 ‘장애’의 핵심 개념으로 자립 잡게 됨
- 2001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장애에 대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는
개인의 손상 이외에도 사회·환경적 맥락을 강조함
○ 이러한 국제적 장애개념의 전환으로 인해 한국의 손상중심 장애정의에 따른
‘장애출현율 산출기준’과 장애인복지제도의 관문인 ‘장애정도판정체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함
- 한국은 손상중심의 15개 장애유형을 중심으로 장애출현율을 산출하며, 이
는 장애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또한 손상중심의 장애정의는 장애인복지제도의 프레임에 일괄 적용되기 때
문에 손상 이외에 사회적 편견이나 제도의 미비로 인하 이동 및 활동제약
등의 장애는 제도권 내 포함되지 않음
○ ICF의 장애개념은 국제적으로 ‘장애인구 정의’에 대한 개념적 틀로서 주요한
역할을 함
- ICF는 자애를 ‘손상을 가진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태도·환경적 장벽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규정함
- UN(2008)은 센서스와 장애관련 조사에 ICF 장애개념을 고려하여 장애출현
율을 조사할 것을 권고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비교가능하고 보편
타당한 장애측정도구들을 개발함
○ 장애출현율 조사는 어떠한 장애개념이 통용되어 장애인으로 규정되며, 이 결
과가 장애인복지정책에 반영되는 가 등과 같은 정책 설계의 핵심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손상 중심으로 산출되고 있는 한국 장애출현율 조사의 한계
를 넘어, ICF 장애개념에 가장 근접한 조사도구를 통해, 한국의 장애출현율을
측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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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 연구범위
○ 본 연구는 4개의 장으로 구성됨
-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명시하고, 연구추진계획과 연구범
위, 연구수행 방법을 다룸
- 2장은 장애출현율 측정도구 및 문항의 검토 내용을 담음
- 3장은 ICF 장애개념으로 유형화된 측정도구를 선정 후 전화조사 실시
- 4장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애출현율 산출방식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2) 연구방법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주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장애출현율 측정도구 및 문항들을 비교·분석함
- 둘째, 전화조사를 실시함
- 셋째, 자문회의를 통해 전화조사 문항의 타당성을 확보함
- 넷째, 조사결과의 분석은 라쉬모형(Dichotomous Rasch Model)을 활용함

Ⅱ. 국내외 장애출현율 산출도구 현황 및 분석
1. 분석틀: ICF 장애개념 구성요소
1) 분석대상 및 선정기준
○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장애출현율 산출도구’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도구 중 국제적으로 신뢰성 및 타당도가 확보되고, ICF 장애개념이 통용된 것
들을 선별함
- 선별된 국제 산출도구는 WG, GALI, MDS, WHODAS 2.0, ACS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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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산출도구와 한국의 조사도구와 차이를 비교·분석하
기 위해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장애인실태조사 문항을 추가하여 분석함

2) 분석틀: ICF 장애개념 구성요소
○ 7개의 장애출현율 측정도구 및 문항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ICF의 장애개
념과 이를 구성하는 개념 구성요인인 신체기능과 구조, 활동 및 참여, 환경요
인, 개인요인을 분석변수로 활용하고자 함
- 신체기능과 구조 영역은 손상의 정도나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으로, 총 2개 영역 8개의 범주로 이루어짐
- 활동 및 참여 영역은 개인 및 사회적 관점에서 기능수행의 측면을 나타내
는 모든 영역으로, 총 9개 영역으로 구성됨
- 환경영역은 사람이 생활하고, 그들의 삶을 수행하는 물리적, 사회적 및 태
도적 환경을 의미하며, 신체 기능과 구조 및 활동과 참여의 구성요소와 상
호작용함
- 개인영역은 개인의 삶과 생활에 대한 특정 배경으로 건강상태나 상황에 해
당하지 않는 개인의 특성들로 구성됨

2. 국내 장애출현율 산출도구
1)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인실태조사는「장애인복지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9
조에 의거하여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지정통계로, 크게 ‘가구 및 장애판별조사’
와 ‘장애인 심층면접조사’로 분류됨
○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근거한 등록장애인과 구분됨
- 장애인을 판별하기 위한 문항은 15가지 법적 장애를 기준으로 신체나 정신상
에 이상이 있거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를 물음
○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출현율의 산출방식은 ‘우리나라 법정 장애 및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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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되는 장애인 수/전체 인구*100’임
- 장애출현율은 2011년 5.61%, 2014년 5.59%, 2017년 5.39%로 감소 추세를
보임

2) 인구주택총조사
○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법｣ 제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하여 5
년마다 실시하는 지정통계로, 장애와 관련된 문항은 표본조사 인구 영역에
‘활동제약’ 및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 제약’이 있음
- ‘활동제약’은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왔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육체
적·정신적 제약’으로 정의됨.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 제약’은 ‘일상생활능
력(ADL)’과 ‘수단적 일상생활(IADL)’에 기반하여 정의됨
○ 2020년 조사에서는 장애여부의 직접 조사보다 활동 수행의 어려움을 조사할
것을 제안한 UN 권고안에 따라 기능적 활동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문항을 구성함
-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는 워싱턴 그룹 항목(WG)을 포함할 예정으로 시
험 조사 중임
○ 인구주택조사에서 장애출현율의 산출 방식은 ‘활동제약 있다고 응답한 사람
수/5세 이상 인구수*100’,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 제약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수/5세 이상 인구수*100’임
- 장애출현율은 2015년 기준으로 활동제약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7.2%, 일상
생활 및 사회활동 제약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4.4%임

3. 해외 장애출현율 산출도구
1) 미국지역사회조사(ACS)
○ ACS는 미국에서 자국민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조사하는 것
으로, 장애개념은 미국 의학회와 국제기능·장애·건강 분류(ICF)에서 제공한
개념적 틀에 기반함
- ACS는 전반적인 장애를 측정하거나, 특정 장애 유형을 독립적으로 선별하

xiv

기 위해 6가지 측면(시각 청각, 인지, 이동, 자기관리, 독립생활)에서 장애
를 조사함
- ACS 조사결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장애인구 수는 약 460만명 증가하였
고, 장애인구 비율은 2008년 12.1%에서 2017년 12.8%로 증가함

2) 장애통계에 관한 워싱턴 그룹(WG)
○ WG는 UN 통계위원회 산하에 설립된 집단으로, 장애 측정 및 관련 자료의
국가 간 비교를 활성하기 위해 구성되며, ‘장애에 대한 간이형 설문지’, ‘기능
에 대한 확장형 설문지’, ‘아동 기능’ 등을 개발함
○ WG은 국제기능·장애·건강 분류(ICF)를 장애에 대한 개념적 틀로 활용하
며, 기본적인 활동의 기능에 초점을 둠
- 설문지(간이형 기준)는 시각, 청각, 이동, 인지, 자기관리, 의사소통과 같
이 기능에 대한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심각정도를 파악하고자 4점 척
도를 활용함

3) 국제활동제한지표(GALI)
○ GALI는 건강 기대여명을 연구하는 국제조직인 REVES 회의에서 논의된 ‘국제
장애 지표’ 개념에 ICF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한 가지 질문을 사용하여 인구
집단 내에서 활동제한에 대한 인식을 측정함
○ GALI의 개념 및 문항은 장애출현율 측정을 위해 소득과 생활조건에 관한 유
럽연합 통계(EU-SILC)와 유럽보건조사(EHIS)에서 활용됨
○ EU-SILC의 장애출현율 산출 방식은 ‘건강 문제로 인해 일반적으로 하는 활동
에 대한 장기적 제한이 있는 자/전체 인구(16세 이상 인구)*100’임
- EU에 가입한 28개 국가의 장애출현율은 2017년 24.6%임

4) 표준모형장애조사(MDS)
○ MDS는 2012년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World Bank)가 인구의 장애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장애인들이 장애정도에 따라 직면하고 있는 해
소되지 않은 욕구, 차별, 불평등 등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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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S는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를 장애에 대한 개념적 틀로 활용하며,
8개의 모듈로 구성됨. MDS-Brief 버전은 8개의 모듈 중 3개 모듈로만 구성됨
- 3개 모듈(환경적 요인, 기능, 건강상태 및 수용능력)은 개인의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5개 모듈(인구통계학적 특성, 근로이
력 및 혜택, 보건의료 서비스의 활용, 웰빙, 역량강화)은 개인의 삶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MDS는 여러 국가에서 국가조사, 지역조사 등에 활용됨

5) 세계보건기구 기능제약평가목록 2.0(WHODAS 2.0)
○ WHO의 WHODAS 2.0은 ICF의 개념적 틀에 기초하여 개발된 주요 생활 영역
에서의 기능 및 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척도로, 12문항 번전과 36문항 버전이
있음
○ WHODAS 2.0,은 개인의 기능 수준을 ICF의 활동 및 참여 영역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이 특징이며, 6가지 기능 영역으로 구성됨
- 6가지 기능 영역은 인지(이해 및 의사소통), 이동성(이동, 돌아다니기), 자
기관리(위생, 옷 입기, 먹기, 혼자 있기), 어울리기(타인과 교류), 일상생활
(가정적 책임, 여가, 직장 및 학교), 참여(지역사회 활동 참여)으로 나뉨

4. 분석결과
1) 국내외 장애출현율 산출도구 비교 및 분석결과
○ 7개의 국내외 장애출현율 산출도구 및 문항들을 대상으로 ICF 구성요소 중
어느 요소를 중점적으로 측정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한국의 장애인실태조사는 신체기능 및 구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활동 및 참여, 환경적 맥락은 모두 고려하고 있지 않음
- 둘째, WG문항과 ACS문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문항은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음
- 셋째, GALI의 문항은 전체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제한에 관해 1문항으로
질문을 구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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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WHODAS 2.0문항은 WG문항과 ACS문항 보다 구체적으로 활동 및
참여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다섯째, MDS-Brief 문항은 ICF의 전반적인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2) 국내외 장애출현율 산출도구 유형화 결과
○ 7개의 국내외 장애출현율 산출도구를 ICF 장애개념 분류틀을 기준으로 분석
한 결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첫째, 손상중심을 측정하는 산출도구; 한국장애인실태조사
- 둘째,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제약 중심의 산출도구; WG, ACS, 2020년 인구
주택총조사, GALI, WHODAS 2.0
- 셋째, 손상과 환경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산출도구; MDS-Brief

Ⅲ. ICF 장애개념에 따른 한국 장애출현율 조사 및 분석
결과
1. 조사 개요
○ 조사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서울특별시 거주자 약 700명임
○ 조사방법은 컴퓨터에 의한 전화조사방식(CATI)로, 2019년 9월 2일부터 9월 8
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함
○ 조사가 완료된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가중치를 산출 및 적용하여 결과를

분석함

- i : 권역별을 나타내는 첨자 (i = 1(북서부), 2(북동부), …, 4(남동부))
- j : 성별을 나타내는 첨자 (j = 1(남자), 2(여자))
- k : 연령대별을 나타내는 첨자 (k = 1(20대), 2(30대), …, 5(60세 이상))
- Nijk : i 권역별, j 성별, k 연령대별 내의 모집단 인구 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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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jk : i 권역별, j 성별, k 연령대별 내의 모집단 인구 수
- n : 조사된 전체 응답자 수
- N : 모집단 전체 인구 수
- Wijkl : i 권역별, j 성별, k 연령대별 내 l 번째 응답자의 가중치

- 층별 최종 가중치 Wijkl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함

○ 조사도구는 ICF장애개념에 가장 일치하고 있는 MDS-Brief 버전 중 4000번 모
듈(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제약 문항)을 선정함
- 4000번 모듈은 12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8개 영역(이동성, 자가돌봄, 기력
및 의욕, 스트레스 대처, 인지, 가사, 지역사회 및 사회참여, 업무 및 학업)
으로 구분됨
- 응답문항은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정도 심하다
⑤ 매우 심하다로 구성되어 있다. ’의 순서형으로 구성함

2. 분석결과
○ 조사 결과 총 710명의 자료를 수정하였고, 순서형 자료로 수집된 여러 개의
문항을 개인의 장애 점수로 나타내는 하나의 점수로 변화하기 위해 라쉬 모
형(Rasch Model)을 사용함
- 라쉬 모형의 가정은 세 개로 문항 독립성, 일차원성, 단조성으로, 기본 가정
을 만족할 수 있도록 모형 수정과정을 네 번을 걸쳐서 최종 모형의 모형
적합도를 제시함
- 장애 수준은 임계값(cut-off) 기준에 따라 네 개의 단계(‘No’, ‘Mild’,
‘Moderate’, ‘Severe’)로 구분하며, 중증 장애출현율 산출방식은 ‘중증장애
(Severe)’로 구분된 응답자 수/전체표본크기*100’임
- 조사한 문항들을 이용하여 장애 점수를 계산하고 장애 수준을 구분하기 위
해 WHO에서 개발한 R 프로그램의 ‘whomds’ 패키지를 사용함
○ 분석결과에 따라 장애 분포를 살펴보면, ‘No’인 그룹이 49.3%로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며, ‘Severe’인 그룹은 18.7%의 비율을 차지함
- 장애수준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음
- ‘No’에서 ‘Severe’에 가까워질수록 높은 연령대의 비율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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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준이 ‘Severe’인 사람 중 만성질환이나 만성적인 건강상의 문제가 있
는 사람들이 61.6%,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이 24.3%임
○ 분석결과에 따라 중증 장애출현율을 살펴보면, 남성 중증 장애출현율은
16.2%, 여성 중증 장애출현율은 21.1%임.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중증
장애출현율이 증가함
○ 장애수준이 ‘Severe’인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분석한 결과,
피로와 기력 저하 문제, 가고자 하는 곳에 가는 문제, 1km를 걷는데 문제, 해
야 하는 일을 처리하는 문제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Ⅳ.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본 연구는 ICF장애개념을 반영한 장애출현율 산출도구를 활용하여 장애출현
율을 조사함으로써, 2019년 현재까지 한국의 장애출현율을 산출하고 있는 손
상중심의 장애출현율 산출기준의 문제점을 재고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제약’이 있는 자들을 포괄하도록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과 수립에 반향을 일
으키기 위함임
○ 국내외 장애출현율 측정도를 ICF분석틀에 적용하여 분석 및 유형화 한 결과
한국의 장애인실태조사는 ‘손상중심의 산출도구’로 분류됨
○ ICF 장애개념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산출도구인 MDS-Brief 문항을 활용하여
서울시 71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함

2. 정책제언
○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18.7%가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들로
분석되며, 이는 등록장애인 4.9%, 장애인실태조사의 장애출현율 5.4%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있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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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장애인실태조사의 ‘장애출현율’ 조사목적과 ‘등록장애
인’이 장애인복지 정책대상자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
성을 제기함
- 장애인실태조사는 손상중심으로 장애출현율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
환경 변화 및 장애개념을 반영하지 못함
○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장애인실태조사의 목적을 장애출현율 조사에서 장애인의 실태와 복
지욕구 중심으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장애출현율은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WG 문항을 통해 산출하고, 이들
의 복지욕구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잠재적 장애인
복지수요자의 욕구와 정책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장애 정의 확대에 대한 논의와 잠재적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강구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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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및 필요성

장애는 진화하는 개념이다(UN, 2006).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의 장
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CRPD)
서문에 따르면, “장애는 진화하는 개념(evolving concept)으로, 다른 사람들과 동등
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과
손상을 지닌 개인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야기 된다”고 밝히고 있다. 즉 1950년대
장애개념은 ‘질병’이나 ‘손상’ 이 주요한 요인이었다면, 2000년대에 들어와 장애 관
련 제도와 사회적지지 및 자원 등을 포괄하는 ‘환경적 맥락’이 ‘장애’의 핵심 개념으
로 자리 잡게 되었다.1)
특히 2001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의 장애에 대
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nternational Class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이하 ICF)는 개인의 손상 이외에도 고령화에 따른 돌봄문제, 사회에 의한
정신 및 심리적 장애 확대,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물리적·사회적 장벽 등과 같은
사회․환경적 맥락들을 강조하고 있다.2)
이러한 장애개념의 전환은 한국의 손상중심 장애정의에 따른 ‘장애출현율 산출기
준’과 장애인복지제도의 관문인 ‘장애정도판정체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15개 장애유형 중심으로 장애출현율을 산출하여 국제적으로 공표
해 왔으며(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손상중심의 15개 장애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면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서비스 대상에서 모두 배제되는 경험을
해왔다.3)
하물며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의 장애출현율을
기준으로 장애인복지 수요를 예측해왔으며, 동 결과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가지지
않았다. 장애인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2005년 장애출현율은 4.59%, 2011년
1) 과거에는 질병, 부상 또는 심각한 손상에 의해 장애가 발생한다고 인식하였으나(Institute of Medicine,
2007), 1970년 이후부터 손상을 가진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태도․환경적 장벽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
(WHO, 2001)로서, 장애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 시기부터 장애를 이해하는 방식이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건
강의 축에서 바라보는 보편적인 문제로 전환되었다(황수경, 2004).
2) ICF 장애개념은 ‘손상 중심의 정책 대상자’에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태도, 보조기기 지원 여부,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정도, 제도들의 부정합성에 따른 제약 등을 포괄하는 환경적 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 WHO(2011)는 손상중심에 의한 장애정의와 제도들 간의 부정합성 등으로 인해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에게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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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2014년 5.59%, 2017 5.39%로 2011년 이후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결과는 2017년 등록장애인 비율인 4.59%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과연 한국 장애출현율은 장애 환경을 반영한 결과인가? 이에 대해 장애인실태조
사는 “인구수의 감소, 의료적 기술의 발전, 사건사고의 감소” 등이 장애출현율의 감
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방증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적 기술은 과거에 비해 향
상 되었다 하더라도, 인구수의 감소는 현재 고려하기에는 이르며, 특히 실업과 노동
시장의 불황으로 심리 및 정서적 고통과 스트레스는 높아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들과 체감하는 사회의 현실은 한국의 장애출현율 결과에 대한 의문
점을 일으키게 한다. 뿐만 아니라 손상중심의 장애정의가 한국 장애출현율과 장애
인복지제도의 프레임에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문이라 할 것
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손상 중심의 장애정의는 ｢장애인복지법｣ 의 장애정도판정
체계에 적용되며, 판정체계를 통과한 장애유형만이 장애인복지정책 대상자로 모두
선정되는 시스템이다. 즉 손상 이외에 사회적 편견이나 제도의 미비로 인한 이동
및 활동제약 등의 장애는 한국의 장애정의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도권
내 서비스에서도 차별받게 된다.
따라서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장애출현율 산출과 장애인복지정책 설계에
있어 가장 어렵고 힘든 작업이다. 장애출현율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구 비율’이라
는 간단한 산출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수 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구’를
개념화 하는 것은 그리 간단치 않다는 뜻이다.
먼저 장애출현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구를 정의해야 한다. 장애인구는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장애출현율은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일례로 ‘손상’을 중심으로 장애를 측
정하고 있는 국가들은 ‘활동 및 사회참여의 제한’ 등으로 측정하는 국가들에 비해
포괄하고 있는 장애범주가 좁아, 상대적으로 낮은 장애출현율을 보였다(Aslam,
2013).4) 이에 반해 장애의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여 활동 및 사회참여 중심으로 장
애를 정의하고 측정한 유럽 및 서구 국가들은 높은 장애출현율을 나타냈다.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장애를 건강의 일환으로 바라봄으로써 보편적 제도 내에서
포괄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4) 한국은 장애를 손상중심으로 장애를 정의하여 장애출현율을 측정한 반면, 유럽국가들은 ‘활동 및 사회참여의
제한’으로 장애를 측정하고 있다(조윤화․서욱영, 2018). 이로 인해 2017년 기준 한국의 장애출현율은 5.3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였으나, OECD(2010)국가는 평균 15.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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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가별 장애정의에 따른 장애출현율 격차에도 불구하고

ICF(WHO,

2011)의 장애개념은 국제적으로 ‘장애인구 정의’에 대한 개념적 틀로서 주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5) ICF는 장애를 “손상을 가진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태도․환경적
장벽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UN(2008)은 센서스와
장애관련 조사에 ICF 장애개념을 고려하여 장애출현율을 조사할 것을 권고하였으
며, 국가들도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비교가능하고 보편타당한 장애측정도구들
을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ICF에 기반한 ‘장애통계에 관한 워싱턴 그룹(Washington Group on
Disability Statistics; 이하 WG)이 제안한 측정도구’, ‘WHO의 기능제약평가목록
2.0(WHO Disability Assessment Schedule 2.0; 이하 WHODAS 2.0)’, ‘국제활동제한
지표(Global Activity Limitation Indicator; 이하 GALI)’,

‘표준모형장애조사(Model

disability Survey: 이하 MDS)등을 들 수 있다(조윤화․서욱영, 2018).6)
이렇게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도구를 개발하여 국가별 장애출현율을 조사하는
목적은 장애인정책 수요와 잠재적 사회적 위험에 대한 근거기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특히 환경변화에 따른 잠재적 장애인의 수, 특징, 욕구 등의 자료는 근거
기반 장애인복지정책의 주요한 원천이 된다. 뿐만 아니라 진화하는 장애개념에 따
른 장애인 수의 측정은 장애인복지 수요와 복지정책을 구체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7)
장애출현율 조사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장애출현율 조사는
장애인복지수요를 예측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의 예산 분배를 결정하는데 근거자료
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지역사회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이
하 ACS)는 6가지 측면(시각, 청각, 인지, 이동, 자기관리, 독립생활)에서 장애를 조
사하여 연방 및 주 예산의 분배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둘째, 장애출현율 조사는 장애인복지정책들의 목적에 따라 대상자 선정자격기준
을 확대하거나,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의 제도 설계를 위한 기초 조사이다. 특
히 장애출현율은 국가의 법정 장애정의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들의 장애인
5) 동 분류는 1980년에 처음으로 발표한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ped; 이하 ICIDH)의 한계와 장애 관점 및 모델에 사회적 환경을 강조한 틀이다.
6) 예를 들면, EU국가들은 GALI문항을 활용하여 장애출현율을 비교하고 있으며, 미국 및 캐나다는 센서스에서
WG문항을 활용하고 있다(U.S., 2018,; Statistics Canada, 2018).
7) 이 외에도 인구구조의 변화, 의료 및 기술의 발전, 노동시장의 변화 등의 거시적 변화 그리고 장애로 인한 대
인 관계의 어려움, 사회적 지지의 감소 등은 장애인복지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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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모델을 예측할 수 있다. 조윤화·서욱영(201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ICF장애
개념에 따른 장애출현율을 측정하고 있는 국가들은 사회적 모델에 기반 한 장애정
책이 발달했을 뿐 아니라 행정적 장애비율도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2017년 기준(16세 이상~64세 이하) 독일은 약 17.5%, 프랑스 17.9% 수준의 장애출
현율8)을 보이고 있으나, 행정적 대상자는 각각 14%(모든 연령), 5%(2013년 기준,
15세-64세)의 비율을 보였다.9) 이와 같이 국가별로 장애출현율과 행정적 복지서비
스 대상자 간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장애출현율은 장애환경 및 장애개념의 변
화 등의 총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복지 수요를 측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행정적
복지서비스 대상자인 급여제공 대상자는 제도의 목적에 따라 소득기준, 장애정도
등의 엄격한 자격기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애출현율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장애출현율 조사는 어떠한 장애개념이 통용되어 장애인으로 규정되며,
이 결과가 장애인복지정책에 반영되는가 등과 같은 정책 설계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손상 중심으로 산출되고 있는 한국 장애출현율 조사의 한계를
넘어10), ICF 장애개념에 가장 근접한 조사도구를 통해, 한국의 장애출현율을 측정
하고자 한다. 특히 장애인복지정책대상자 수요와 예산 등에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자 서울시를 대상으로 최초로 대규모 표본 조사를 실시하였다.11)
이러한 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국내외 장애출현율을 측정하는 도구
8) EU-SILC의 GALI문항을 통해 조사한 결과이다.
9) 독일은 중증 및 경증장애인의 비율을 의미하며, 프랑스는 주요 서비스를 지원받는 대상자 비율을 뜻한다. 특히
프랑스는 모든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감안한 다면, 행정적 대상자는 5% 이상일 것으로 판단된다.
10) 한국은 장애출현율과 관련하여 두 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첫째, 통계청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통
해 2005년부터 5년마다 ‘활동 제약’과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제약’을 산출해 왔다. 그러나 동 문항들은
UN(2008)에서 권고하고 있는 ICF장애개념의 의미를 내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응답문항에 ‘장애’를 포함하고
있어 과소보고 위험을 지니는 등의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윤화․서욱영, 2018). 이에 통계청은
2020년부터 워싱턴 그룹 항목(WG)을 포함할 예정으로 시험 조사 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건복지
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장애인실태조사’의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제한 정도의 결과를 국가별
비교에 활용하고 있다. 즉 15개 장애유형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의 제한을 측정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등록장애인 수준의 손상정도를 기반하여 장애출현율을 조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손상 중심의 ‘장애
정의’에 기반하여, 장애출현율을 측정하고 있는 국가로서 후진적인 장애개념을 채택한 국가로 장애계의 비판
을 받아왔다. 한국은 손상 중심의 장애정의를 그대로 적용하여 신체기능 및 구조 중심의 ｢장애인복지법｣15
개 장애유형의 언저리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장애출현율’을 판정하고 있어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에 반
하는 후진적인 국가로 오명을 낳고 있다.
11) 통계청․고려대학교(2018)는 최초로 성북구를 대상으로 장애출현율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표본이 본 연구에
비해 협소하며, 서울시를 대표하기 위해 성북구(약 300가구)를 선정하였다는 의미에서 본 연구의 표본의 의
미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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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인 한국 인구주택총조사 활동제약 및 일상생활 제한 문항, 장애인실태조사 장애
출현율 측정문항, 미국지역사회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이하 ACS) 장애
출현율 측정문항, WG, GALI, MDS 숏 버전, WHODAS 2.0 등을 비교·분석하였
다. 둘째, 앞서 살펴본 장애출현율 산출도구 및 문항들을 ICF 장애개념의 분류틀
- 신체 구조 및 기능, 활동 및 참여, 환경, 개인12) -을 기준으로 분석 한 후, 조사도
구들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셋째, 유형화 분석결과를 토대로 ICF 장애개념에 가
장 근접한 설문도구를 선정하였다. 넷째, 이러한 단계를 걸쳐 도출된 설문도구를
통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710명(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
다. 장애조사는 조사의 정확도를 위해 일반적으로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가구조사
가 기본이나, EU국가들은 온라인 및 전화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장애출현율
을 산출하고 있어(EU, 2018), 본 연구에서도 예산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중증 청
각장애인의 경우 탈락될 가능성이 높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화조사방법을 선택하
였다. 다섯째, 조사 분석방법은 WHO(2012)의 라쉬모델(Polytomous Rasch Model)
을 활용하였다. 라쉬 모형은 개인의 장애 정도를 측정한 문항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점수로 바꾸기 때문에 개인들의 장애 점수를 비교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여
섯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손상중심의 장애출현율과 ICF 장애개념에 따른 장애출현
율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장애출현율 산출 방식에 대한 개편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ICF 장애개념에 따른 장애출현율 측정은 변화된 대·내외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잠재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놓인
수요자들을 미리 예측하여, 근거중심의 정책개발 및 예산 배정에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2) 개인적 맥락은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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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 되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명시하고, 연구추진계획과 함께
연구범위와 연구수행 방법을 다루고 있다.
둘째, 2장은 장애출현율 측정도구 및 문항의 검토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출현율
측정도구 및 문항들로는 한국 인구주택총조사의 ‘활동제약 및 일상생활 제
한 문항’, 장애인실태조사의 ‘장애출현율 측정문항’, 미국 ACS 장애출현율
측정문항, WG, GALI, MDS 숏 버전, WHODAS 2.0이다. 그리고 ICF 장애개
념의 분류틀 - 신체 구조 및 기능, 활동 및 참여, 환경, 개인13)-에 동 측정도
구들을 적용하여 ‘손상중심’,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제약’, ‘ICF 장애개념’
세 측면으로 유형화하였다.
셋째, 3장은 2장에서 ‘ICF 장애개념’ 으로 유형화 된 측정도구를 선정한 후, 동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방법, 대상자 선
정, 분석방법, 전화조사 분석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넷째, 4장은 장애출현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출현율 산출 방식에 대한 정책
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주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출현율 측정도구 및 문항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틀은 ICF 장애
개념의 분류틀 - 신체 구조 및 기능, 활동 및 참여, 환경, 개인14)-을 적용하
였으며, 이를 통해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장애출현율 측정도구는 국제사회
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장애출현율 측정도구 및 문항들을 선택하였
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인구주택총조사의 ‘활동제약 및 일상생활 제한 문
13) 개인적 맥락은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14) 개인적 맥락은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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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장애인실태조사의 ‘장애출현율’ 측정문항, 미국 ACS 장애출현율 측정
문항, WG, GALI, MDS 숏 버전, WHODAS 2.0 등 이다. 동 측정도구들이
내포하고 있는 장애개념, 구성체계, 통계결과, 한계점 등을 검토한 후, ICF
장애개념을 분석틀로 산정하여 측정도구들을 유형화 하였다.
둘째,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조사는 서울시민 만 18세 이상 710명을 대상으
로 한국 갤럽에서 수행하였다. 한국갤럽은 1974년 6월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법인형태 조사 전문회사로서, 1979년 세계 최대의 조사네트워크인
Gallup Interantional에 가입하여 구미선진국 최신 조사기법을 도입해 왔다.
한국갤럽은 일반 기업을 위한 마케팅 조사 및 정부와 사회단체를 위한 사
회여론조사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약 17,000여 건 수행하였으며, 이를 데이
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어 조사의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전화조사
방식은 컴퓨터에 의한 전화조사방식 (CATI :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을 활용하였다.15)
셋째, 자문회의를 통해 전화조사 문항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자문위원은 ICF
장애 개념 및 장애출현율 조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ICF 장애개념에
근거한 조사도구 활용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넷째, 조사결과의 분석은 라쉬모형(Dichotomous Rasch Model)을 활용하였다. 일
반적으로 설문도구의 응답은 순서형(ordinal) 자료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순서형 자료로 수집되는 여러 개의 문항을 개인의 장애
점수를 나타내는 하나의 점수로 변환하기 위해 라쉬 모형을 사용하였다.
라쉬모형은 개인의 장애 정도를 측정한 문항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점수로
바꾸면, 개인들의 장애 점수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라쉬 모형은 점수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며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5) 구체적인 방법은 본 연구의 3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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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의 연구수행 추진체계는 다음 [그림 Ⅰ-1]과 같다.
연구 방향 설정

▸세부 연구계획 수립

측정도구 및 문항
분석

▸ 분석틀
- ICF 장애개념 분류틀
: 신체 구조 및 기능, 활동 및 참여, 환경
▸ 국내외 장애출현율 측정도구 및 문항 검토

자문회의 1차

▸총 2인
- 분석틀 검토
- ICF 장애개념에 근거한 조사도구 선정

전화조사 실시 및 분석

▸ 전화조사
- 서울 시민 710명, 만 18세 이상

자문회의 2차

▸총 2인
- 분석결과 공유 및 정책대안 논의

결론 및 시사점 도출

보고서 발간

▸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언

▸보고서 발간 및 배포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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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틀 : ICF 장애개념 구성요소

본 장은 한국 장애출현율 산출에 앞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장애출현율 산
출도구를 검토하고, ICF 장애 구성요소를 분석틀로 활용하여 국내외 장애출현율 산
출도구를 비교·분석 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ICF 장애개념에 따른 한국의 장
애출현율 산출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 단계적으로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한국의 장애출현율 산출도구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장애출현율 산
출도구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둘째, ICF장애 구성요소들을 분석틀로 적용하여
국내외 장애출현율 산출도구를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이를 토대로 산출도구를
유형화하여 ICF 장애개념에 가장 근접한 산출도구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분석대상 및 선정기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장애출현율 산출도구’이다. 본 연구에서 검토되어질 국제
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장애출현율 산출도구는 ‘분석대상 선정에 대한 편향’을 감소
시키기 위해 다음 단계를 거치도록 하였다.
첫째,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조사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도구이어야 한다.
셋째, ICF 장애개념의 장애정의가 통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 단계를 충족하고 있는 장애출현율 산출도구는 조윤화·서욱영(2018)
연구에 따르면, WG, GALI, MDS, WHODAS. 2.0로서, 영미권에서는 WG,
WHODAS. 2.0을, EU국가는 GALI문항을 통해 EU회원국 간 장애출현율을 비교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2012년에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World Bank)
가 개발한 MDS를 칠레, 스리랑카, 필리핀, 카타르, 라오스, 인도, 타지키스탄, 카메
룬, 파키스탄, 두바이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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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각 국가들은 조사목적에 맞추어 위의 산출도구들을 변형하여 조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UN(2001)은 인구센서스에 WG문항을 국가에 맞
게 변형하여 조사할 것을 권고하였다(조윤화·서욱영, 2018). 이러한 맥락 하에 미
국은 ACS에서 WG문항을 변형하여 장애출현율을 조사하고 있으며,16) 한국은 인구
주택총조사에서 활동 제한 및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제약을 측정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해부학적 기준의 장애출현율을 측정하고 있으며, 동 자료를
국제비교 시 활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는 WG, GALI, MDS, WHODAS. 2.0와 WG를 변
형한 미국의 ACS가 적합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와 장애인실태조사
를 추가하여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장애출현율 산출도구와 한국의 장애출현율 조사 도구
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한국의
장애인실태조사 문항을 분석대상에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
의 경우,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활용할 예정으로 제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분
석하였다(박영실 외, 2019).17)
<표 Ⅱ-1> 분석대상: 국내외 장애출현율 산출도구
구분

분석대상

분석대상
선정기준

영미권

유럽연합(EU

∙

개발도상국

∙
∙
∙

WG

∙

국제적으로 신뢰성 및 타당도가 확보된 장애출현율 산출 도구

GALI 문항

∙

MDS

WHODAS. 2.0
ACS 조사(미국)

한국

∙

WG(2020년 시험 조사 중,
박영실 외, 2019)

∙

의학적
태조사)

기준(장애인실

주: 조윤화·서욱영(2018)의 연구를 재구조화함
자료: 조윤화·서욱영(2018). OECD국가 장애출현율 산출기준과 장애개념 관계성 연구: 한국, 호주,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16) WG는 총 6개 문항으로 시각, 청각, 이동, 인지, 자기관리, 의사소통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미국의
ACS는 WG의 마지막 문항인 의사소통을 독립적인 생활을 묻는 문항(귀하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상태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거나 쇼핑을 하는 등 혼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으로 변형하여 조사하고 있다.
17)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는 워싱턴 그룹 항목(WG)을 포함할 예정으로 시험 조사 중이다. 시험조사 항목에
는 WG 6개 문항(①보는 것이 어려움, ②듣는 것이 어려움, ③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이 어려움, ④기억하
거나 집중하는 것이 어려움, ⑤옷입기·목욕하기·밥먹기 등 실내 활동이 어려움, ⑥의사소통이 어려움) 중 ‘⑥
의사소통이 어려움’을 제외한 5개 문항을 사용하였고, ‘장보기·병원가기 등 실외활동의 어려움’을 추가하였
다. 또한 기존 WG의 4개 응답범주(전혀 어렵지 않다, 약간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 전혀 할 수 없다) 대신
2개 응답범주(그렇다, 아니다)를 활용하였다(박영실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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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틀 : ICF 장애개념 구성요소
앞서 언급한 총 7개 장애출현율 측정도구 및 문항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분석틀이 필요하다. 7개 측정도구 및 문항들을 '장애출현율'
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개념 맥락을 내포하고 있는지
가 분석의 핵심 가치 및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CF의 장애개념과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개념 구성 요인들을
분석변수로 총 7개 측정도구 및 문항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CF의 장애개념은 ‘(건강의 어려움을 가진)개인과 개인의
정황적 요소(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의 상호작용의 부정적 측면’을 의미한다. 이
는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에서
제시하고 있는 질병, 손상, 행위무능력, 관계불리 등의 일방향의 관계를 양방향으로
제시함으로써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손상 없어도 사회참여 제약으로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개인의 정황적 요소인 환경적 요인은 장애여부에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 Ⅱ-1] ICF 장애개념 -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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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에 따르면, 장애는 신체기능과 구조, 활동, 참여, 환경요인, 개인요인
등으로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신체 기능 및 구조는 손상을 의미하는데, 쉽
게 말하면 질환(질병)을 뜻한다. 활동 및 참여는 일상생활의 제한 및 참여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ADL, IADL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요인은 물리적, 사회적 및
태도적 측면에서 손상이나 일상생활 및 참여 제한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영향력
이다. 예를 들면, 의료정책이나 활동지원제도와 같은 사회서비스 제도가 보편적으
로 그리고 선별·보편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다면, 손상의 정도와 일상생활 및 사회
참여 제약은 감소될 수 있다. 개인적 요인은 개인의 연령, 성별, 자존감 등을 의미
한다.
특히 ICF장애개념은 동 개념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의미와 같이 손상 및 일상생활
및 참여 제한에 배경요인(환경적·개인적 맥락)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로 생사회심리적 모델(biopsychosocial)로 불리 운다. 동 모델은 의학적 접근법, 기
능적 제한 접근법, 사회정치적 접근법이라는 세 대립된 접근법의 통합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조한진, 2017).
<표 Ⅱ-2> ICF의 개요
구분

1부: 기능수행과 장애

구성요소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과 참여

영역

신체기능
신체구조

삶의 영역
(과제, 행위)

신체 기능의 변화
(생리학적)

표준 환경에서 과제를
실행하는 능력

신체 구조의 변화
(해부학적)

현재 환경에서 과제를
실행하는 수행력

긍정적
측면

기능과 구조의 통합

활동, 참여

부정적
측면

손상

구성

기능수행
활동 제한, 참여 제약
장애

2부: 배경요인
환경요인

개인요인

기능수행과 장애에 기능수행과 장애에
대한 외적 영향
대한 내적 영향
물리적, 사회적 및
태도적 측면에서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영향력

개인의 태도에
대한 영향력

촉진요인

적용 안됨

장해요인
/저해요인

적용 안됨

자료: World Health Organization(2001/2016).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 한글번역본 제2차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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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CF 장애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신체기능 및 구조, 활동과
참여, 환경요인을 분석지표로 7개 장애출현율의 측정도구 및 문항이 어느 영역에
치중되어 있는지를 분석한 후, 측정도구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ICF장애
개념에 근접하고 있는 조사도구를 선정하여 한국의 장애출현율을 측정하고자 한다.
<표 Ⅱ-3> 분석틀 - ICF 장애개념 구성요소
구분

분석틀

가치

장애 모델 : 생사회심리적 모델

분석
대상

분석틀
분석
변수

∙
∙
∙
∙
∙
∙
∙

WG
MDS
GALI 문항
ACS 조사(미국)
WHODAS. 2.0
한국: 인구주택총조사(2문항)
한국: 장애인실태조사

∙ ICF 장애 구성 요소
∙
∙
∙
∙

신체기능 및 구조 영역의 세부지표
활동 및 참여 영역의 세부지표
환경요인 영역의 세부지표
개인요인 영역의 세부지표

자료: World Health Organization(2001/2016).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 한글번역본 제2차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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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기능 및 구조 영역
신체기능과 구조는 손상의 정도나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팔의 심각한 손상 등을 뜻한다. 신체기능 기능 및 구조 영역은 신체 기능의
경우 총 8개 범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체의 기능과 구조가 포함되어 있다. 신체기
능 및 구조 영역은 신체기능과 구조 영역 등의 2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신체구
조는 신체기능 내 구조를 의미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신기능의 신체기능은 신경
계의 구조가 포함된다.
<표 Ⅱ-4> 분석지표-신체기능 및 구조 영역 세부지표
분석변수
(신체기능 및
구조)

세부지표

정신기능
(신경계의
구조)

의식기능
감정기능
지남력 기능
지각기능
지적 기능
사고기능
전반적 정신사회적 기능
높은 수준의 인지기능
기질과 성격기능
언어의 정신기능
에너지와 욕동기능
계산기능
수면기능
복잡한 동작을 순서화하는 정신기능
기타 명시된 일반적 정신기능 및 상세 자아경험과 시간경험기능
불명의 일반적 정신기능
기타 명시된 특정 정신기능 및 상세불
주의력기능
명의 특정 정신기능
기억기능
기타 명시된 정신기능
정신운동기능
상세불명의 정신기능

감각기능과
통증
(눈, 귀 및
관련구조)

시각기능
고유감각기능
눈 주위 구조의 기능
촉각기능
눈과 눈 주위구조와 연관된 감각
온도와 기타 자극과 관련된 감각기능
기타 명시된 시각 및 관련 기능과 상세
기타 명시된 부가적 감각기능 및 상세
불명의 시각 및 관련 기능
불명의 감각기능
청각기능
통증
안뜰기능
통증감각
청각 및 안뜰기능과 관련된 감각
기타 명시된 통증감각 및 상세불명의
기타 명시된 청각과 안뜰기능 및 상세
통증감각
불명의 청각과 안뜰기능
기타 명시된 감각기능과 통증
미각기능
상세불명의 감각기능과 통증
후각기능

음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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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변수
(신체기능 및
구조)
말하기 기능
(음성과
말하기에
관련된 구조)

세부지표

조음기능
말하기의 유창성과 리듬기능
대체 발성기능

심장기능
혈관기능
혈압기능
심장혈관계, 기타 명시된 심장혈관계기능과 상세불
혈액계, 면역계 명의 심장혈관계기능
및 호흡계
혈액계기능
기능
면역계기능
(심장혈관계, 기타 명시된 혈액계와 면역계기능 및
면역계 및
상세불명의 혈액계와 면역계기능
호흡계의 구조) 호흡기능
호흡근육기능
기타 명시된 호흡계의 기능과 상세불명
의 호흡계의 기능

상세불명의 음성과 말하기기능

부가적인 호흡기능
운동내성기능
심장혈관기능 및 호흡기능과 연관된 감
각
기타 명시된 심장혈관계와 호흡계의 부
가적 기능과 감각 및 상세불명의 심장
혈관계와
호흡계의 부가적 기능과 감각
기타 명시된 심장혈관계, 혈액계, 면역
계 및 호흡계기능
상세불명의 심장혈관계, 혈액계, 면역계
및 호흡계기능

섭취기능
체온조절기능
소화기능
내분비샘기능
소화계, 대사계
동화기능
기타 명시된 대사 및 내분비계와 관련
및 내분비계
배변기능
된 기능 및 상세불명의 대사 및 내분비
기능
체중유지기능
계와 관련된
(소화계,
소화계와 연관된 감각
기능
대사계 및
기타 명시된 소화계와 관련된 기능 및 기타 명시된 소화계 및 대사와 내분비
내분비계와
상세불명의 소화계와 관련된 기능
계기능
관련된 구조)
일반대사기능
상세불명의 소화계 및 대사와 내분비계
수분, 미네랄 및 전해질균형기능
기능

비뇨생식기능
과 생식기능
(비뇨계 및
생식계와
관련된 구조)

소변배설기능
배뇨기능
성기능과 생식기능과 연관된 감각
배뇨기능과 연관된 감각
기타 명시된 성기능과 생식기능에 연관
기타 명시된 비뇨기능 및 상세불명의 된 기능 및 상세불명의 성기능과 생식
비뇨기능
기능
성기능
기타 명시된 비뇨생식기능과 생식기능
월경기능
상세불명의 비뇨생식기능과 생식기능
출산기능

신경근뼈대와
움직임에
관련된 기능

관절의 운동성기능
관절의 안정성기능
뼈의 운동성기능

불수의적 움직임반응기능
수의적 움직임조절기능
불수의적 움직임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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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변수
(신체기능 및
구조)

(움직임과
관련된 구조)

피부 및
관련구조의
기능 등
(피부 및
관련구조)

세부지표
기타 명시된 관절과 뼈의 기능 및 상세
불명의 관절과 뼈의 기능
근력기능
근긴장도기능
근지구력기능
기타 명시된 근육기능 및 상세불명의
근육기능
운동반사기능

보행패턴기능
근육기능 및 움직임기능에 관련된 감각
기타 명시된 움직임기능 및 상세불명의
움직임기능
기타 명시된 신경근뼈대와 움직임 관련
기능
상세불명의 신경근뼈대와 움직임 관련
기능

피부의 보호기능
털의 기능
피부의 재생기능
손발톱의 기능
피부의 기타 기능
기타 명시된 털과 손발톱의 기능 및 상
피부와 관련된 감각
세불명의 털과 손발톱의 기능
기타 명시된 피부기능 및 상세불명의 기타 명시된 피부 및 관련 구조의 기능
피부기능
상세불명의 피부 및 관련 구조의 기능

주: ( )은 신체구조를 의미함.
자료: World Health Organization(2001/2016).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 한글번역본 제2차 개정판.
자료: World Health Organization(2001/2016).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 한글번역본 제2차 개정판.

(2) 활동 및 참여 영역
활동 및 참여영역은 개인 및 사회적 관점에서 기능수행의 측면을 나타내는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활동’은 개인이 과제나 행위를 실행하고, ‘참여’는 생활의 상황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활동제한은 개인이 활동을 실행하는 동안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으로 기능수행
의 개인적 어려움을 의미한다. 이는 건강상의 문제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동안 겪을 수 있는 질적 또는 양적 측면이다.
참여제약은 개인이 생활생황에 관여하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문제로, 개인의 참
여 제약이 있느냐의 유무는 동일한 문화와 사회에서 장애가 없는 개인의 참여와
비교하여 결정된다.
활동 및 참여영역은 총 9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영역은 전술한 신체기능
및 구조에 비해 더 많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활동 및 참여영역에는 학습과 지식
적용, 일반적 과제 요구, 의사소통, 이동, 자기관리, 가정생활, 대인상호작용과 대인
관계, 주요 생활영역, 지역사회생활, 사회생활 및 시민생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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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 참여를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이로 인해 ICF에서는 활동과 참
여의 항목을 단일 목록으로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적절히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
다. 예를 들면, 학습과 지식적용, 일반적 과제와 요구, 의사소통, 이동의 영역은 ‘활
동 항목(개인이 행하는 과제 또는 행위)’으로, 자기관리, 가정생활, 대인상호작용과
대인관계, 주요 생활영역, 지역사회생활, 사회생활 및 시민생활을 ‘참여항목(생활
상황에 관여)’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Ⅱ-5> 분석지표-활동 및 참여 영역
주요영역

세부지표

학습과
지식적용

기타 명시된 기본학습 및 상세불명의 기
보기
본 학습
듣기
주의집중하기
기타 의도적 감각
기타 명시된 의도적 감각 경험 및 상세 생각하기
읽기
불명의 의도적 감각 경험
쓰기
모방하기
계산하기
반복연습하기
문제해결하기
개념습득하기
의사결정하기
읽기학습
기타 명시된 지식적용 및 상세불명의 지
쓰기학습
식적용
연산학습
기타 명시된 학습과 지식적용
기술 습득하기
상세불명의 학습과 지식적용

일반적
과제와
요구

의사소통

단일과제 수행하기
다중과제 수행 하기
일상생활 수행하기

스트레스 및 기타 심리적 부담 관리하기
기타 명시된 일반적 과제와 요구
상세불명의 일반적인 과제와 요구상세불
명의 일반적 과제와 요구

음성메시지로 의사소통하기-수용
비언어적 메시지로 의사소통하기-수용
공식적인 수화메시지로 의사소통하기수용
문자메시지로 의사소통하기-수용
기타 명시된 의사소통하기-수용 및 상
세불명의 의사소통하기-수용
말하기
노래 부르기
비언어적 메시지로 표현하기

공식적인 수화로 메시지 표현하기
메시지 쓰기
기타 명시된 의사소통 및 상세불명의 의
사소통하기-포현
대화
토론
의사소통 장치 및 기술 사용하기
기타 명시된 대화 및 의사소통장치와 기
술의 사용 그리고 상세불명의 대화 및 의
사소통 장치와 기술의 사용
기타 명시된 의사소통
상세불명의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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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영역

세부지표
기본자세 바꾸기
자세 유지하기
자리이동하기
기타 명시된 자세 바꾸기와 유지하기
및 상세불명의 자세 바꾸기와 유지하기
물건 들어올리기와 나르기
다리로 물건 옮기기
손의 섬세한 사용
손과 팔의 사용
기타 명시된 물건 나르기, 옮기기 및
취급하기와 상세불명의 물건 나르기, 옮
기기 및 취급하기

걷기
이동하기
다양한 장소에서 이동하기
장비를 사용하여 이동하기
기타 명시된 걷기와 이동하기 및 상세불
명의 걷기와 이동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운전하기
교통수단으로서 동물타기
기타 명시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
기 및 상세불명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
동하기
기타 특이적인 이동
상세불명의 이동

자기관리

씻기
신체 일부 관리하기
용변 관리하기
옷 입고 벗기
먹기

마시기
자신의 건강 돌보기
기타 명시된 자기관리
상세불명의 자기관리

가정생활

주거 마련하기
상품과 서비스획득
기타 명시된 생필품획득 및
상세불명의 생필품획득
식사준비하기
집안일하기
기타 명시된 집안일하기 및
상세불명의 집안일하기

가정용품 관리하기
타인 보조하기
기타 명시된 가정용품 관리 및 타인 보
조하기와 상세불명의 가정용품 관리 및 타
인 보조하기
기타 명시된 가정생활
상세불명의 가정생활

대인관계

비공식적인 사회적 관계
기본적인 대인상호작용
가족관계
복잡한 대인상호작용
기타 명시된 일반적 대인상호작용 및 친밀한 관계
기타 명시된 구체적인 대인과계 및 상세
상세불명의 일반적 대인상호작용
불명의 구체적인 대인관계
낯선 사람과 관계 맺기
기타 명시된 대인상호작용과 대인관계
공식적인 관계
상세불명의 대인상호작용과 대인관계

주요
생활영역

비공식적인 교육
유아교육
학교교육
직업 훈련하기
고등교육
교육생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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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고용
무급고용
기타 명시된 일과 고용 및
일과 고용
기본적인경제거래
복잡한 경제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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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불명의

주요영역

지역사회
생활,
사회생활
및
시민생활

세부지표
기타 명시된 교육 및 상세불명의 교육
견습과정(취업 준비)
구직하기, 근속하기 및 퇴직하기

경제적 자립
기타 명시된 경제적 생활 및 상세불명의
경제적 생활
기타 명시된 주된 삶의 영역
상세불명의 삶의 영역

지역사회생활
레크리에이션과여가
종교 및 영성
인권

정치생활및 시민권
기타 명시된 지역사회생활 사회생활 및 시
민생활
상세불명의 지역사회생활, 사회생활 및 시
민생활

자료: World Health Organization(2001/2016).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 한글번역본 제2차 개정판.

(3) 환경영역
환경영역은 사람이 생활하고, 그들의 삶을 수행하는 물리적, 사회적 및 태도적
환경을 의미한다. 환경영역에는 물리적 세계와 그 특징, 인공적인 물리적 세계, 타
인과의 관계와 역할, 태도와 가치관, 사회시스템과 서비스 및 정책, 규칙과 규범들
을 포함한다.
이 요인들은 환경영역은 손상, 건강 및 일상생활 참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환경요인은 신체 기능과 구조 및 활동과 참여의 구성요소와 상호작용한다.
장애는 개인의 건강상태, 개인요인 및 개인이 살고 있는 환경에 해당하는 외부
요인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로 인한 결과로 특정지어진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 다양
한 환경들이 동일한 건강상태를 가진 개인에게 매우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장애
요인이 있는 환경이나 촉진요인이 없는 환경은 개인의 수행을 제한할 것이다. 즉
개인의 환경에서 그 존재유무가 기능수행을 제한하고 장애를 야기하는 요인이다.
이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특정 건강상태에 있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 시스템 및 정
책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람들의 참여를 저해하는 서비스, 시스템 정책 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관련 보조공학의 부재 및 장애에 대한 사람들
의 편견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백반증이 있는 사람은 외모적인 문제가 능력에 제한을 초래하지 않지
만, 백반증을 나병으로 오해하고, 전염성으로 간주한 환경에서의 부정적 태도는 대
인상호작용의 심각한 수행에 유발하는 환경적 장해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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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분석지표-환경영역
주요 영역

제품과
기술

자연환경 및
인공환경 변화

지원과
관계

세부지표
개인 소비용 제품이나 물질
개인용 일상생활 제품과 기술
개인의 실내외 이동과 수송용 제품 및
기술
의사소통용 제품과 기술
교육용 제품과 기술
작업용 제품과 기술
문화, 여가활동 및 스포츠용 제품과
기술

종교와 영적 의식용 제품과 기술
공용 건물의 설계, 시공과 건축물 및
기술
개인용 건물의 설계, 시공과 건축물
및 기술
지역개발에 대한 제품과 기술
자산
기타 명시된 제품과 기술
상세불명의 제품과 기술

자연지리
인구
식물상과동물상
기후
자연재해
인재
빛

시간 관련 변화
소리
진동
공기청정도
기타 명시된 자연환경과 인공환경 변화
상세불명의 자연환경과 인공환경 변화

직계가족
개인 돌봄제공자와 개인 활동보조인
대가족
낯선 사람과 관계 맺기
친구
가축
지인, 또래, 동료, 이웃 및 지역사회 보건 전문가
구성원
그 외 전문가
권위적 지위에 있는 사람
기타명시된지원과관계
종속적 지위에 있는 사람
상세불명의 지원과 관계

태도

직계가족 구성원의 개인적인 태도
대가족 구성원의 개인적인 태도
친구의 개인적인 태도
지인, 또래, 동료, 이웃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개인적인 태도
권위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개인적인
태도
종속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개인적인
태도

개인 돌봄제공자와 개인 활동보조인의
개인적인 태도
낯선 사람의 개인적인 태도
보건 전문가의 개인적인 태도
그 외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태도
사회적인 태도
사회적 규범, 관례 및 관념
기타 명시된 태도
상세불명의 태도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소비재 생산에 대한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건축과 건설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공유지 계획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주택공급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공익사업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통신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미디어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경제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사회보장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일반적인 사회지원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보건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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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영역

세부지표
교통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시민보호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법률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단체 및 기관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노동 및 고용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정치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기타 명시된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상세불명의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주: ( )은 신체구조를 의미함.
자료: World Health Organization(2001/2016).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 한글번역본 제2차 개정판.

(4) 개인영역
개인영역은 개인의 삶과 생활에 대한 특정 배경으로 건강상태나 상황에 해당하
지 않는 개인의 특성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요인에는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 생활
경험, 개인의 심리학적 특성 및 기타 특징들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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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장애출현율 산출 도구

우리나라는 장애출현율을 산출하기 위해 장애인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
구주택총조사에서도 장애와 관련하여 ‘활동제약’과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 제약’을
조사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장애인실태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 개념 및 문항, 조사결과(장애출현율)를 살펴보겠다.

1)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9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지정통계로, 우리나라 장애인구 및 장애출현율을 파악하고 장애
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장애인실태조사는 크게 ‘가구 및 장애판별조사’와 ‘장애인 심층면접조사’로 분류
되며, 장애판별조사를 통해 3년 주기로 장애출현율을 산출한다.

(1) 장애 개념 및 문항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신체적･정신
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장애인복
지법 제32조에 근거한 등록장애인과 구분된다. 전자는 법정 장애유형과 기준에 해당
하는 자로 등록장애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을 판별하기 위한 문항은 15가지 법적 장애를 기준으로 신체나 정신상에
이상이 있거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를 묻는다. 구체적
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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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가구 및 판별 조사표의 법정장애 문항
구분

내용

다음은 가구원 중 신체나 정신상에 이상이 있거나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
람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지체장애

가구원 중 팔, 다리, 몸통에 마비, 절단, 변형이나 관절운동 범위의 제한 등으로 일상생활활
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절단, 변형된 경우는 지속된 기간과 관계없으며, 마비,
관절운동 범위의 제한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임)

뇌병변장애

가구원 중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병변으로 인해 보행이나 섬세한 일상생
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이 있습니까?

시각장애

청각장애

(시력장애) 가구원 중 두 눈의 시력이 나빠 안경을 끼고서도 잘 안보이는 사람(교정시력 0.2
이하 정도)이나 한쪽 눈이 실명된 사람이 있습니까?
(시야결손장애) 가구원 중 두 눈의 시야가 좁아서(두 눈의 시야가 각기 10 이내 또는 두 눈
에 의한 시야의 1/2 이상 상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청력장애) 가구원 중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거나(인공와우 포함) 보통 말소리를 거의 듣지 못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형기능장애) 가구원 중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멈추지 않고
10m 이상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어장애

가구원 중 말을 잘 못하거나 발음이 이상하거나 음성이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적장애

가구원 중 자기나이에 비해 지적발달이 늦거나 사회적응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폐성장애

가구원 중 말이 늦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며 반복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장애

가구원 중 정신질환 등으로 1년 이상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장장애

가구원 중 신장기능이 나빠 한달 이상 투석을 받고 있거나 신장이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심장장애

가구원 중 심장(심장이식 포함)이 나빠 1년 이상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호흡기장애

가구원 중 폐나 기관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간장애

가구원 중 간경변, 간암 등 만성적 간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면장애

가구원 중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
는 사람이 있습니까?

장루･요루
장애

가구원 중 1년 이상 지속된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
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뇌전증
(간질)장애

가구원 중 만성적인 뇌전증(간질) 등 경련성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
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 각 문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누구인지 조사하며,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에서 추가적
으로 그 병이 암인지 여부를 확인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장애인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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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출현율
장애인실태조사의 장애출현율의 조작적 정의는 전체 인구 중 15개 법정 장애유
형을 기준으로 신체나 정신상에 이상이 있거나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산출방식은 ‘우리나라 법정 장애 및 범주에
해당되는 장애인 수/전체 인구*100’이다(조윤화, 서욱영, 2018).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7년도 장애출현율은 5.39%이며, 2011년
5.61%, 2014년 5.59%에 이어 감소 추세를 보인다.
<표 Ⅱ-8> 장애출현율(장애인실태조사 결과 기반)
단위(천명, %)

구분
연도별

장애
유형별

장애 추정 수

장애출현율

2011년

2,683

5.61

2014년

2,726

5.59

2017년

2,668

5.39

지체

1,310

2.65

뇌병변

320

0.65

시각

292

0.59

청각

323

0.65

언어

97

0.20

지적

244

0.49

자폐성

25

0.05

정신

120

0.24

신장

89

0.18

심장

7

0.01

호흡기

14

0.03

간

12

0.02

안면

4

0.01

장루·요루

19

0.04

뇌전증

23

0.05

주: ‘연도별’ 장애 추정 수 및 장애출현율은 주된 장애 유형을 토대로 산출하였고, ‘장애유형별’ 수치는 중복
장애를 포함하여 산출함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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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법｣ 제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하여 5년
마다 실시하는 지정통계로, 우리나라의 사람과 주택의 규모 및 특징을 파악하고 각
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전주조사와 표본조사로 나뉘며, 각 조사별로 인구, 가구, 주택
영역의 문항을 조사한다. 전수조사는 총 13개의 문항, 표본조사는 총 5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18), 장애와 관련한 문항은 표본조사 인구 영역에 ‘활동제약’ 및 ‘일상
생활 및 사회 활동 제약’이 있다19).

(1) 장애 개념 및 문항
UN(1997)은 각 국가별로 인구센서스에 장애관련 항목으로 장애유형, 장애 정도,
장애 원인에 대한 조사를 권고하였다. 특히 장애유형은 국제장애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ICIDH)에 기반한 장애코
드20)에 따랐고, 인구주택총조사도 이 권고에 따라 2005년부터 ‘활동제약’ 및 ‘일상생
활 및 사회활동 제약’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문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활동제약’은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왔거나 지
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육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정의되며, 제약 유무 및 유형을 조
사한다.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 제약’은 ‘일상생활능력(ADL)’과 ‘수단적 일상생활
(IADL)’에 기반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의 영역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참여 제한
을 조사하고 있다(조윤화, 서욱영, 2018).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18)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이다.
19) 장애 관련 2개 문항을 통해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활동 제약자와 육체적, 정신적 제약자의 수, 분포 및 이들
의 사회적·경제적 특성(성, 연령, 교육정도 등)을 파악하고, 장애 문제와 활동제약자 대상 복지수요파악 등
복지정책에 사용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http://www.census.go.kr/)
20) 시각의 어려움(안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것의 어려움(보조기기를 사용하더라도), 말하는데 어려움(대
화하거나), 이동/움직임 어려움(걷기, 계단 오르기, 서있기 등), 몸 움직임의 어려움(몸 구부리기, 무릎 구부
리기, 뻗기 등), 잡거나/드는데 어려움(손가락을 사용하여 잡거나, 물건을 드는 등), 학습의 어려움(지적 어려
움, 발달지연, 행동적 어려움(신체적, 감정적 문제), 자기관리 어려움(목욕하기, 옷입기, 먹기), 다른 것(구체
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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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9>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장애 관련 문항
구분

활동제약

질문
①
②
③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왔거나 지속 ④
될 것으로 예상되는 육체적･정신적 ⑤
제약이 있으면 모두 표시해주십시 ⑥
오.
⑦
⑧
⑨

응답 문항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치매
뇌졸중(중풍)
걷기, 계단 오르기, 들고 운반하기 등에 어
려움이 있는 육체적 제약
지적･자폐성 장애
정신적 질환 등 정신적 제약
제약 없음

①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② 옷 입기, 목욕하기, 밥 먹기, 집 안 돌아다
일상생활 및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에 제약을
니기
사회 활동 받고 있으면 해당 항목에 모두 표
③ 장보기(쇼핑), 병원 가기, 집 밖 돌아다니기
제약
시해 주십시오.
④ (16세 이상) 취업활동
⑤ 제약없음
자료: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설문지.

2020년 조사에서는 장애여부의 직접 조사보다 활동 수행의 어려움을 조사할 것
을 제안한 UN 권고안에 따라 두 항목을 통합하고 기능적 활동 평가에 초점을 맞추
는 방향으로 문항을 구성하고 있다(박선희·박주언, 2019).
이에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는 워싱턴 그룹 항목(WG)을 포함할 예정으로 시
험 조사 중이다. 시험조사 항목에는 WG 6개 문항(①보는 것이 어려움, ②듣는 것
이 어려움, ③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이 어려움, ④기억하거나 집중하는 것이 어
려움, ⑤옷입기·목욕하기·밥먹기 등 활동이 어려움, ⑥의사소통이 어려움) 중 ‘⑥
의사소통이 어려움’을 제외한 5개 문항을 사용하였고, ‘장보기·병원가기 등 실외활
동의 어려움’을 추가하였다. 또한 기존 WG의 4개 응답범주(전혀 어렵지 않다, 약간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 전혀 할 수 없다) 대신 2개 응답범주(그렇다, 아니다)를 활
용하였다(박영실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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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출현율21)
2015년 결과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활동 제약’의 조작적 정의는 8가
지 범주의 육체적·정신적 제약 사항에 해당되고, 그 제약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왔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제약’의 조
작적 정의는 4가지 범주의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 제야 여부를 의미한다.
조작적 정의를 토대로 각각의 ‘활동 제약’과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제약’ 인구 비
율의 산출 방식은 ‘활동제약 있다고 응답한 사람 수/5세 이상 인구 수*100’, ‘일상생
활 및 사회 활동 제약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수/5세 이상 인구 수*100’이다(조윤화,
서욱영, 2018).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5년 활동제약 인구 비율은 7.2%,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제약 인구 비율은 4.4%로 나타났다.
<표 Ⅱ-10> ‘활동제약’,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제약’ 유형별 인구 및 비율(2015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인구수

5세 이상 인구

47,188,096
활동 제약

제약 없음

제
약
있
음

43,792,959

총

3,395,137

시각장애

246,506

청각장애

401,530

언어장애

175,563

치매

263,087

뇌졸중

303,095

육체적 제약

2,404,866

지적･자폐성 장애

200,358

정신적 제약

318,238

21) 인구주택총조사는 장애출현율을 따로 산출하지 않으나, 개념적으로 유사한 활동제약,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제약 인구 비율을 본 목에서 다루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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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구수

제약 인구 비율

7.2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제약
제약 없음

제
약
있
음

45,125,319

총

2,062,777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817,388

옷 입기, 목욕하기, 밥 먹기, 집 안 돌아다니기

617,139

장보기(쇼핑), 병원 가기, 집 밖 돌아다니기

1,353,318

취업활동(15세 이상)

781,504

제약 인구 비율

4.4

주: 1) 제약유형은 다중응답임
2) 취업활동 항목의 경우 설문 문항에서는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설문
결과에서는 만 나이 기준인 15세 이상으로 산출됨
출처: 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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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장애출현율 산출 도구

해외에서는 장애출현율을 산출하기 위해 인구조사 등에 장애 관련 문항을 포함
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대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산출 도구
인 미국지역사회조사(ACS), 장애통계에 관한 워싱턴 그룹(WG), 국제활동제한지표
(GALI), 표준모형장애조사(MDS), WHO의 기능제약평가목록 2.0(WHODAS.2.0)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각 도구들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 개념 및 문항, 조사 결과
(장애출현율), 한계점에 대해 다루었다.

1) 미국지역사회조사(ACS)
ACS는 미국에서 자국민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조사하는 것으
로, 주요 목적은 연방 및 주 예산의 분배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있다. 조사
의 주요 문항(내용)은 연령 및 성, 가계(혈통), 장애, 출퇴근 방법, 교육, 고용, 가족/
관계, 건강 보험, 임금 및 수입, 언어, 이주 및 이동, 출생지역, 빈곤, 인종, 퇴역군
인, 주택의 경제적/물리적 특성 등이다.

(1) 장애 개념 및 문항
ACS에서 장애는 미국 의학회(Institute of Medicie, IOM)와 국제기능·장애·건강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이하 ICF)에서
제공한 개념적 틀에 기반하여, 개인의 신체와 물리적·사회적 환경 간의 상호작용
의 산물로 정의하고 있다(Census Bureau, 2017).
전반적인 장애를 측정하거나, 특정 장애 유형을 독립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ACS
는 6가지 측면(시각, 청각, 인지, 이동, 자기관리, 독립생활)에서 장애를 조사하고
있다. 관련 문항은 2017 ACS 조사표를 기준으로, 문항 17~19번에서 해당된다. 17번
문항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물으며, 2개의 하위 문항(시각, 청각)으로 구성되고, 18
번 문항은 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물으며 3개의 하위 문항(인지, 이동, 자기관리)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19번 문항은 15세 이상 대상자에게 독립생활에 대해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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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1> ACS 장애 문항
2017 ACS Questionnaire 중 장애 문항
(전 연령 대상)
청각

17a. 귀하는 청각 장애인 입니까? 혹은 듣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Is this person deaf or does he/she have serious difficulty hearing?)

시각

17b. 귀하는 시각 장애인 입니까? 혹은 안경을 쓰고도 보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Is this person blind or does he/she have serious difficulty seeing
even when wearing glasses?)

(5세 이상 대상)

인지

18a. 귀하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상태 때문에 집중하거나, 기억하거니, 결정을 내리
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Because of a physical, mental, or emotional condition, does this
person have serious difficulty concentrating, remembering, or making
decisions)

이동

18b. 귀하는 걷거나 또는 계산을 오르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Does this person have serious difficulty walking or climbing stairs?)

자기
관리

18c. 귀하는 옷을 입거나 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Does this person have difficulty dressing or bathing?)

(15세 이상 대상)

독립
생활

19. 귀하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상태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거나 쇼핑을 하는 등 혼
자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Because of a physical, mental, or emotional condition, does this person
have difficulty doing errands alone such as visiting a doctor’s office or
shopping?)

주: 문항에 대한 답변은 예/아니오(Yes/No)로 동일함
출처: U. S. Census Bureau, American Community Survey Questionnaire 재구성 및 번역

(2) 장애출현율
ACS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장애인구 수 및 비율을
추정한 결과22), 2008년 36,071,802명에서 2017년 40,678,654명으로 10년 동안 약
460만명이 증가하였고,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 또한 2008년 12.1%에서 2017
년 12.8%로 약 0.7% 증가함을 알 수 있다.

22) 2008년을 기점으로 ACS 장애문항은 변경됨. 이에 2008년 이후 조사결과는 2008년 이전 결과와 비교 불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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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2> 장애출현율(ACS 조사결과 기반)
구분

성별

연령

장애
유형

장애인구 수

비율*

추정치

오차범위

추정치

오차범위

2008년 전체

36,071,802

+/-108,586

12.1%

+/-0.1

2009년 전체

36,150,710

+/-101,345

12.0%

+/-0.1

2010년 전체

36,354,712

+/-101,731

11.9%

+/-0.1

2011년 전체

37,188,115

+/-97,849

12.1%

+/-0.1

2012년 전체

37,633,020

+/-94,880

12.2%

+/-0.1

2013년 전체

39,137,986

+/-106,902

12.6%

+/-0.1

2014년 전체

39,674,679

+/-98,819

12.6%

+/-0.1

2015년 전체

39,906,328

+/-98,669

12.6%

+/-0.1

2016년 전체

40,747,411

+/-100,264

12.8%

+/-0.1

2017년 전체

40,678,654

+/-109,293

12.7%

+/-0.1

남성

19,741,186

+/-68,034

12.6%

+/-0.1

여성

20,937,468

+/-72,177

12.8%

+/-0.1

5세 미만

146,324

+/-7,235

0.7%

+/-0.1

5-17세

2,947,534

+/-31,942

5.5%

+/-0.1

18-34세

4,737,043

+/-38,538

6.4%

+/-0.1

35-64세

15,707,206

+/-72,314

12.7%

+/-0.1

65-74세

7,355,317

+/-31,054

25.0%

+/-0.1

75세 이상

9,785,230

+/-42,034

48.7%

+/-0.2

청각장애

11,515,283

+/-54,245

3.6%

+/-0.1

시각장애

7,555,551

+/-57,641

2.4%

+/-0.1

인지장애

15,382,217

+/-78,359

5.1%

+/-0.1

이동의 어려움

20,903,105

+/-80,183

6.9%

+/-0.1

자기관리의 어려움

7,951,196

+/-55,553

2.6%

+/-0.1

독립생활의 어려움

14,299,901

+/-70,841

5.8%

+/-0.1

주: 비율은 전체 인구 수 추정치 대비 장애인구 수 추정치로 계산함
출처: U. S. Census Bureau, American Community Survey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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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계점
ACS의 주요 목적이 연방 및 주 예산의 분배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있는
관계로, 대부분의 장애 관련 자료는 제도권 내 사람23)들에게만 해당된다. 즉, ACS
조사를 통해 제시된 장애 분포와 특정 유형의 인구집단 특히, 제도권 밖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지역에서 보이는 장애 분포가 다르다(Census Bureau, 2017).

2) 장애통계에 관한 워싱턴 그룹(WG)24)
WG는 UN 통계위원회(UN Statistical Commission)산하에 설립된 집단으로, 장애
측정 및 관련 자료의 국가 간 비교를 활성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주요 목적은 보건
통계 영역에서 국가 조사에 적합한 장애 관련 자료 수집 도구를 개발하여 국제 협
력을 촉진 및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WG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장애통계
생산을 위해 몇 가지 도구를 개발하고 실험하였다.
∙ 장애에 대한 간이형 설문지(Short Set of Disability Questions)
∙ 기능에 대한 확장형 설문지(Extended Set of Disability Questions On Functioning)
∙ 아동 기능(Child Functioning)

(1) 장애 개념 및 문항
WG은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를 장애에 대한 개념적 틀로 활용하였고,
신체 기능에 초점을 맞춘 의료 모델에 기초하는 접근 방식 대신 기본적인 활동의
기능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개념틀을 반영하여 WG는 인구조사에 적합한 간이형 질문지(Short Set of
Questions)를 개발하였다. 질문지의 목적은 인구 내에서 사회참여 제한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식별하는 것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 전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장애 상태에 따라 인구를 분류하는 데 있다.
질문지는 시각, 청각, 이동, 인지, 자기관리, 의사소통과 같이 기능에 대한 6가지 영
23) ACS의 장애관련 조사 목적은 조사대상인 청각장애, 시각장애, 인지장애, 이동의 어려움, 자기관리의 어려움,
독립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서비스와 정책들의 예산과 분배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 수집이기 때문
에 조사영역인 6개 범주의 대상자들을 위한 예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24) 장애통계에 관한 워싱턴 그룹 홈페이지(www.washingtongroup-disability.com)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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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구성되었고, 심각정도를 파악하고자 응답범주는 4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표 Ⅱ-13> WG 간이형 질문
간이형 질문지
건강 문제로 인해 특정 행동을 하는데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질문
시각

1. 안경을 써도 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Do you have difficulty seeing, even if wearing glasses?)

청각

2. 보청기를 사용해도 듣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Do you have difficulty hearing, even if using a hearing aid?)

이동

3.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Do you have difficulty walking or climbing steps?)

인지

4. 기억하거나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Do you have difficulty remembering or concentrating?)

자기관리

5. 온 몸을 씻거나 옷을 입는 것(과 같은 자기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Do you have difficulty (with self-care such as) washing all over or
dressing?)

의사소통

6. 평상시 (습관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예를 들어 스스로 이해하거나 또는 타인
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같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Using your usual (customary) language, do you have difficulty
communicating, for example understanding or being understood?)

주: 문항에 대한 답변은 4점 척도(어려움 없음(no difficulty),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some difficulty, 많은 어
려움이 있음(a lot of difficulty), 전혀 할 수 없음(Cannot do at all))로 동일함
출처: The Washington Group Short Set of Questions on Disability 재구성 및 번역

이후 WG는 장애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성인 인구의 기능에 대
한 확장된 질문지(Extended Set of Questions on Functioning, ES-F)를 개발하였다.
ES-F는 보조기기 사용 유무, 기능의 어려움이 처음 발생한 연령, 기능 및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고려하였고, 문항은 시각, 청각, 이동, 인지, 정서(불안,
우울), 통증, 피로, 의사소통, 상체 기능으로 구성되었다25). 다음으로 WG는 아동에
대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생산하고자 UNICEF와 공동으로 아동 기능
(Child Fuctioning)에 대한 모듈을 개발하였다. 해당 모듈은 ICF-CT를 개념틀로 활
용하였고, 보조기기 사용 유무, 동일 연령대와 비교 등을 고려하였다. 설문지는 2-4
25) ES-F의 구체적인 문항은 http://www.washingtongroup-disability.com/washington-group-questionsets/extended-set-of-disability-questions/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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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용과 5-17세용으로 구분되며, 2-4세용 설문지은 시각, 청각, 이동성, 작은 물건 집
기, 이해하기, 학습하기, 놀기, 문제행동(차기, 물기, 때리기 등) 등 총 16개 문항으
로, 5-17세용 설문지는 시각, 청각, 이동성, 자기관리, 이해하기, 학습하기, 기억하
기, 집중하기, 일상 변화에 대한 수용, 행동 통제, 친구 사귀기, 정서(불안, 우울, 슬
픔 등) 등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26).

(2) 한계점
WG의 장애 측정도구는 ICF 모델을 잘 반영하고, 국제 비교에 적절하며, 광범위
한 기능을 측정하기에 대부분의 장애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학습이
나 의사결정과 같은 상위의 인지기능에 대한 측정이 제외되어 정신·인지장애의 확
인이 어렵다는 점과 사회참여와 사회적 장벽에 대한 문항이 제외되어 ICF모델의 일
부만 다루고 있다는 점27), 기본적인 활동에 대한 기능 제한을 확인하는 데 주 목적
이 있는 관계로 상위 수준의 기능 제한을 평가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제시되고 있다(Palmer and Harley, 2012).

3) 국제활동제한지표(GALI)
‘국제 장애 지표’는 1996년 건강 기대여명을 연구하는 국제조직인 REVES(Reseau
Esperance de Vie en Sante/International Network on Health Expectancy) 회의에서
처음 논의된 개념으로, 이후 기존에 활동되고 있던 지표 검토, 새로운 도구 개발,
개념적·실증적 검토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GALI가 개발되었다(Robine, Jagger, &
Egidi, 2000).

(1) 장애 개념 및 문항
초기 ‘국제 장애 지표’는 어떠한 개념적 틀과도 관련이 적었으며, 이후 ICF를 통
해 GALI로 개선되었다(Robine, Jagger, & The Euro-REVES Group, 2003).
GALI 도구의 주요 목적은 간결한 세트로 구성된 질문들과 가급적이면 단 한 가
26) 아동 기능에 대한 모듈의 구체적인 문항은 https://data.unicef.org/resources/module-child-functioning/
참고 바란다.
27) 이에 대해 WG는 측정 도구는 ICF 모델의 일부만 다루고 있으나, 분석과 해석을 통해 ICF 모델을 완전히
통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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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질문을 사용하여 인구집단 내에서 활동 제한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에 GALI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필수적으로 삼았다.
① 단일 항목
② 장기간 활동 제한(6개월 이상)에 대한 언급
③ 활동 제약의 원인은 일반적인 건강 문제여야 함
④ 일상적 활동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이여야 함
⑤ 최소한 3가지 수준의 심각성을 포함해야 함
⑥ 건강 문제에 대한 선별 질문을 선행하지 않아야 함
⑦ 모든 연령에 사용 가능해야 함
⑧ 원인, 보조기구 활용 유무, 활동 제한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
가능함
위 기준을 토대로 제안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표 Ⅱ-14> GALI 문항
GALI 문항
최소 6개월 이상 건강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활동에 제한이 있었습니까?
(For the past 6 months or more have you been limited in activities people usually
do because of a health problem?)
주: 문항에 대한 답변은 ‘네. 많이 제한되었습니다(Yes. strongly limited), 네. 제한되었습니다(Yes.
limited), 아니오. 제한되지 않았습니다(No. not limited)’
출처: The Washington Group Short Set of Questions on Disability 재구성 및 번역

GALI의 개념 및 문항은 장애출현율 측정을 위해 소득과 생활조건에 관한 유럽연
합 통계(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이하 EU-SILC)와 유럽보건조
사(European Health Interview Survey, 이하 EHIS)에서 활용되고 있다.
EU-SILC 설문 시 국가 수준에서 유연하게 문항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마다
문항이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2개 문항(질병이나 상태로 인한 일상
활동28) 제약 여부, 제약 기간)으로, 독일은 3개 문항으로(건강상태로 인한 일상 활동
제약 여부, 제약 정도, 제약 기간) 수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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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IS는 활동 제약에 대해 GALI와 동일한 개념을 활용하며, 기존의 1개 문항을
2개로 나누어 묻고 있다29). 또한 EHIS에서는 전화인터뷰와 자기 응답식 질문자들
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 전에 ‘일반적인 건강상태’와 ‘만성적인 질병 및 건문
문제 여부’ 등을 순차적으로 묻고 있다.
<표 Ⅱ-15> EU-SILC 및 EHIS 활동제약 문항
구분

문항

귀하는 최소 과거 6개월 동안, 건강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활동에 제한이
EU- 있었습니까?
SILC (For at least the past six months, to what
(PH030) extent have you been limited because of
a health problem in activities people
usually do?)
[활동제약] 귀하의 상태 또는 질병은 일상적인
활동을 제약합니까?
(Does your condition or illness/do any of
your conditions or illness reduce your
ability to carry-out day-today activities?)
영국
(활동제약 ①, ②인 대상자만 응답)
[능력을 제한한 기간] 얼마나 귀하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제약해 왔습니까?
(For how long has your ability to carry-out
day-to-day activities been reduce?)

응답
① 심각하게 제한됨(Severely
limited)
② 제한되지만 심각하지는 않음
(Limited but not severely or)
③ 제한되지 않음(Not limited at all?)
⑧ 모름(Don’t know)
⑨ 거절(Refusal)
① 아주 많이 제한됨(Yes, a lot)
② 조금 제한됨(Yes, a little)
③ 제한되지 않음(Not at all)
① 6개원 미만(Less than six
months)
② 6개월-12개월 사이(Between
six months and 12 months)
③ 12개월 이상(12 months or
more)

67.1 귀하는 건강상태의 문제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까?
① 예(Ja)
(67.1 Sind Sie dauerhaft durch ein
② 아니오(Nein)
gesundheitliches Problem bei Tätigkeiten
des normalen Alltagslebens eingeschränkt?)
독일

(67.1 ①인 대상자만 응답)
67.2 얼마나 일상생활 활동을 제약받고
① 예(Ja)
있습니까?
② 아니오(Nein)
(67.2 Wie stark sind Sie bei Tätigkeiten
des normalen Alltagslebens eingeschränkt?)
(67.1 ①인 대상자만 응답)

① 6개월 미만

28) 일상적인 활동은 씻기, 옷입기, 집 청소, 요리하기, 생활필수품 구매하기, 공공 또는 개인 교통수단 이용하기,
지불 등 기억하기, 땅에서 물건을 들거나 부엌의 일하는 작업대에서 물건을 올리는 것 등을 포함함
29) EHIS wave 1-2에서는 단일 문항으로 활용되었으나 wave 3(2017) 부터 2문항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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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응답

67.3 이러한 제약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67.3 Wie lange dauern lhre
Einschränkungen bereits an?)

EHIS

(Weniger als 6 Monate)
② 6개월 또는 그 이상
(6 Monate oder länger)
① 심각하게 제한됨
HS3A. 귀하는 건강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severely limited)
일반적으로 하는 활동에 제한이 있었습니까?
② 제한되지만 심각하지는 않음
(HS3A. Are you limited because of a
(limited but not severely, or)
health problem in activities people usually
③ 제한되지만 심각하지는 않음
do? Would you say you are …)
(not limited at all?)
(HS3A ①, ②인 대상자만 응답)
HS3B. 귀하는 최소 지난 6개월 동안 제한되어
① 예(Yes)
왔습니까?
② 아니오(No)
(Have you been limited for at least the
past 6 months?)

출처: Eurostat(2018a). Methodological guidelines and description of EU-SILC target variables(Version
June 2018).
UK(2015). Famliy Resources Survey Question Instructions(2015-16).
Statistische Ämter(2017). Leben in Europa 2018 Personenfragebogen.
Eurostat(2018b). European Health Interview Survey(EHIS WAVE 3).

(2) 장애출현율
EU-SILC의 장애출현율의 조작적 정의는 “건강 문제로 인해 일반적으로 하는 활동
들에 대한 제한이 심각하거나 또는 제한되지만 심각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며, 산
출방식은 ‘건강 문제로 인해 일반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한 장기적 제한이 있는 자/
전체 인구(16세 이상 인구)*100’이다(조윤화, 서욱영, 2018).
EU-SILC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EU에 가입한 28개 국가 및
가입하지 않은 6개 국가의 장애출현율(16세 이상 기준)을 추정한 결과30), EU-28의
2017년 장애출현율은 24.6%로 2016년 24.2%에 비해 0.4%P 높게 나타났다. 2017년
을 기준으로 33개 유럽 국가31) 중 라트비아의 장애출현율이 41.3%로 가장 높으며,
슬로베니아 36.3%, 에스토니아 34.4%, 오스트리아 34.2% 순이다. 반면 몰타 11.8%,
스웨덴 13.1%, 북마케도니아 13.9%, 노르웨이 16.3%는 상대적으로 장애출현율이
낮게 나타났다.
30) 2018년 자료는 EU-28의 장애출현율이 미기입되어 있고, 34개 국가 중 27개 국가만 장애출현율을 기입한
관계로, 2017년 자료로 분석하였다.
31) 아이슬란드는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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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계점32)
GALI는 단일 문항으로 활용도 높으며, 장애인구 수를 파악하기 유용하다는 장점
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먼저 GALI는 기능제한과 참여의 측면을 통합하여 일반적인 단일 문항 내에서 묻
고 있다. 이에 기능 제한과 참여 능력 간의 연관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장애인구 수의 변화 원인을 기능 향상 등 개인적 영향인지 정
책 개발 등 환경적 요소인지 분별하기 어렵다.
또한 GALI 문항에서 제시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활동(activities people
usually do)’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해석이 사회·경제·문화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GALI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SDGs)를 세분화하거나 UN 장애인권리협약(UNCRPD)을 모니터링하기 위
한 목적으로 장애인을 식별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32) GALI의 한계점은 Dan Mont(WG 포괄적 고용 영역 의장)가 2018년 Washington Group on Disability
Statistics 블로그에 기고한 글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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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6> EU-SILC의 장애출현율(16세 이상)
(단위: %)

가
입
국
가

미
가
입
국
가

국가
EU-28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리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터키

2010
25.0
23.3
15.4
22.1
24.8
31.8
30.2
17.5
18.7
22.8
25.2
34.2
19.1
31.4
22.7
20.0
28.4
13.0
27.5
28.5
23.8
31.3
27.4
35.5
33.8
31.1
22.0
20.7
16.5
16.2
23.1
28.1

2011
25.9
23.7
17.3
23.4
25.4
32.2
31.1
16.8
20.0
21.2
24.9
31.6
28.0
23.4
32.0
24.4
18.7
27.7
12.7
27.2
28.7
23.0
29.5
28.1
35.9
34.3
31.9
22.6
21.5
17.1
22.2
26.4

2012
26.5
22.0
18.3
23.7
27.3
34.0
32.5
16.6
22.6
21.7
24.9
22.9
29.5
20.3
29.3
25.7
19.4
25.7
10.6
28.1
27.1
23.4
24.8
27.7
33.4
33.1
34.2
21.7
17.0
13.5
18.9
24.9

2013
27.2
23.5
17.7
24.3
27.5
34.4
32.8
17.3
23.0
24.1
24.9
29.6
29.9
20.3
37.2
25.7
23.6
26.9
11.3
31.3
29.4
24.1
25.7
27.0
29.4
31.8
22.0
21.5
16.4
29.3
14.2
18.3
22.9

2014
27.2
24.0
18.0
23.6
28.2
36.2
34.1
17.7
24.0
23.6
24.8
28.9
29.0
18.3
37.4
25.8
23.8
26.4
10.0
28.4
33.0
24.2
35.2
26.4
29.8
32.0
32.6
12.8
23.0
17.9
15.7
31.6
13.2
16.2
23.7

2015
25.3
23.6
19.3
24.9
30.5
21.2
35.0
17.8
24.8
24.8
25.2
35.1
29.0
20.8
38.4
30.7
25.7
27.7
9.8
30.7
33.1
24.4
36.1
26.1
31.5
31.5
33.1
12.9
23.4
18.2
15.9
29.9
13.2
17.3
26.8

2016
24.2
24.9
16.2
25.2
28.7
21.3
32.3
16.4
24.7
22.4
25.7
32.3
22.3
16.0
37.4
29.3
27.0
26.9
12.9
29.5
34.2
22.8
33.0
26.1
31.2
29.4
32.6
12.6
24.2
20.2
16.9
31.3
12.3
15.9
20.6

2017
24.6
24.9
18.8
28.1
30.2
22.1
34.4
17.0
24.3
18.6
25.4
32.9
23.9
19.8
41.3
30.1
28.3
26.1
11.8
30.4
34.2
24.0
33.3
27.6
36.3
31.9
33.5
13.1
25.2
16.3
29.8
13.9
18.7
24.3

2018
25.3
16.6
28.0
29.0
39.5
23.8
20.6
33.4
40.0
25.4
11.9
31.3
34.1
33.5
26.5
35.4
34.2
13.0
-

주: 1)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2019.07.04.) 접속일(2019.07.16.)
2) Self-perceived long-standing limitations in usual activities due to health problem by
sex, age and income quintile(hlth_slic_12 항목)
자료: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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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모형장애조사(MDS)33)
2012년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World Bank)는 인구의 장애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장애인들이 장애정도에 따라 직면하고 있는 해소되지 않은 욕구,
차별, 불평등 등을 조사하기 위해 MDS를 개발하였다.
MDS의 주요 목표는 (1) 국가 간 비교가능하고 표준화된 장애출현율을 산출하고,
(2) 장애정도에 따른 적절한 중재, 프로그램, 정책을 설계하도록 자료를 제공하며,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를 통해 CRPD 이행 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하는 것이다(Sabariego et al., 2015).

(1) 장애 개념 및 문항
MDS는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를 장애에 대한 개념적 틀로 활용하고 있
으며, 문항들 또한 ICF 범주(또는 영역)에 기반하고 있다.
MDS는 8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3개 모듈(환경적 요인, 기능, 건강상태 및 수용능력)과
개인의 삶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5개 모듈(인구통계학적 특성, 근로이력 및 혜택,
보건의료 서비스의 활용, 웰빙, 역량강화)을 구성되어 있다.
2016년 개발된 MDS-Brief 버전(<표 Ⅱ-19> 참조)은 8개의 모듈 중 개인의 장애 정
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3개 모듈로만 구성된 것으로, 다른 조사들
과 통합하여 장애인구 수와 그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표 Ⅱ-17> MDS 버전별 개요
구분
목표

MDS-Standalone 버전
국가별 또는 지역별 전용 장애 조사

개발년도

모듈

2012년
∙
∙
∙
∙
∙

모듈
모듈
모듈
모듈
모듈

1000:
2000:
3000:
4000:
5000:

사회인구학적 특성
근로이력, 급여 및 혜택
환경적 요인
기능
건강문제

MDS-Brief 버전
기존 가구 조사 내 장애 모듈을 통합
2016년
∙ 모듈 3000: 환경적 요인
∙ 모듈 4000: 기능
∙ 모듈 5000: 건강문제

33) 세계보건기구(WHO) 홈페이지(http://158.232.12.119/disabilities/data/en/)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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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DS-Standalone 버전

MDS-Brief 버전

∙ 모듈 6000: 보건의료 서비스 활용
∙ 모듈 7000: 웰빙
∙ 모듈 8000: 역량강화
조사시간

60-90분

10-15분

출처: WHO(2018). WHO and World Bank Model Disability Survey Pilot implementation in
Cambodia. p7 표 재구성.

(2) 장애출현율
MDS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개발된 도구로, 2014년 캄보디아의 캄퐁톰과 캄폿 지
역에서 MDS-Brief 버전의 모듈 4000(기능)을 활용하여 시범조사를 진행하였고, 이
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칠레, 스리랑카, 필리핀, 카타르, 라오스, 인도, 타지키스
탄 등에서 전국조사를, 카메룬, 파키스탄, 두바이 등에서 지역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Ⅱ-18> MDS 국가/지역조사 실시 현황
구분

MDS-Standalone 버전 활용

국가조사

∙
∙
∙
∙

지역조사

∙ 카메룬(아마다와 주), 2016년 실시
∙ 파키스탄(발루치스탄 주), 2017년 실시
∙ 아랍에미리트(두바이), 2018년 실시

칠레, 2015년 실시, 12,000명 조사
스리랑카, 2015년 실시, 3,000명 조사
필리핀, 2017년 실시, 11,000명 조사
카타르, 2017년 실시, 6,000명 조사

MDS-Brief 버전 활용
∙ 인도, 2018년 실시
∙ 타지키스탄, 2018년 실시
∙ 라오스, 2018년 실시

-

출처: WHO(2018). WHO and World Bank Model Disability Survey Pilot implementation in
Cambodia. p7 표 재구성.

2016년 전국조사를 진행한 필리핀의 사례를 살펴보면34), 조사 결과 15세 이상 인
구 중 심각한 장애(Severe disability)를 겪고 있는 사람은 12%, 중증 장애(Moderate
disabiltiy)를 겪고 사람은 47%, 경증 장애(mild disability)를 겪고 있는 사람은 23%,
장애가 없는(No disability) 사람은 19%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의 장애출현율은 심각
한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의 비율로 정의되며, 이에 2016년 기준 필리핀의 장애출
현율은 12%이다.
34) https://psa.gov.ph/ndps/disability-survey-id/13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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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보건기구 기능제약평가목록 2.0(WHODAS 2.0)35)
(1) 장애 개념 및 문항
WHO의 WHODAS 2.0은 ICF의 개념적 틀에 기초하여 개발된 주요 생활 영역에서
의 기능 및 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척도로 문화 간 표준화된 측정을 목적으로 한다.
WHODAS 2.0은 WHODAS Ⅱ를 대체하며, 특히 개인의 기능 수준을 ICF의 활동
및 참여 영역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WHODAS 2.0은 12 문항
버전과 36 문항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12 문항 버전은 36 문항 버전 변화
(variance)의 81%를 설명한다. 또한 버전별로 응답방식에 따라 자기 기입
(Self-administration), 인터뷰, 대리 응답별로 설문 유형이 나뉜다.
WHODAS 2.0에서 다루는 6가지 기능 영역은 다음과 같다: 인지(이해 및 의사소
통), 이동성(이동, 돌아다니기), 자기관리(위생, 옷 입기, 먹기, 혼자 있기), 어울리기
(타인과 교류), 일상생활(가정적 책임, 여가, 직장 및 학교), 참여(지역사회 활동 참
여). 질문지는 건강 상태(health conditions)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묻는 것으로, 건
강 상태라 함은 질병(diseases) 또는 병(illnesses), 짧게 혹은 오래 지속되는 다른 건
강 문제, 부상, 정신적 또는 정서적 문제, 알콜 또는 약품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다. 또한 질문 전반에서 묻고 있는 활동을 하는 데서의 어려움에 대한 정의는 노력
증가, 불편(discomfort) 또는 고통, 느림(slowness), 활동 방식의 변화를 뜻하며, 지
난 30일을 그 기준으로 한다. 12 문항 버전의 자기 기입용 질문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36)37)

35) 조윤화·서욱영(2018)의 연구를 요약하였다.
36) 36 문항 버전에서는 12 문항 버전의 질문 내용을 포함하되 영역별로 추가적인 일련의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인지 영역 예시는 아래 표와 같다.
37) 36 문항 버전은 인지영역(6문항), 이동성(5문항), 자기관리(4문항), 어울리기(5문항), 일상활동(8문항), 참여(8
문항)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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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0> WHODAS 2.0 – 12 문항 버전, 자기 기입용 질문지
구분

지난 30일 동안,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In the past 30 days, how much difficulty did you have in:)

S1

30분 정도 오랜 시간동안 서있기
(Standing for long periods such as 30 minutes?)

S2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함
(Taking care of your household responsibilities?)

S3

새로운 곳에 가는 것과 같이 새로운 것을 배움
(Learning a new task, for example, learning how to get to a new place?)

S4

다른 사람들처럼 지역사회 활동(예를 들어, 축제, 종교, 또는 다른 활동)에 참여
(Joining in community activities (for example, festivities, religious, or other
activities) in the same way as anyone else can?)

S5

건강 문제로 인해 정서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How much have you been emotionally affected by your health problems?)

S6

무언가 하는 것에 10분 동안 집중함
(Concentrating on doing something for ten minutes?)

S7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장거리 걷기
(Walking a long distance such as a kilometre [or equivalent]?)

S8

몸 전체를 씻기
(Washing your whole body?)

S9

옷 입기
(Getting dressed?)

S10

모르는 사람들을 대하기
(Dealing with people you do not know?)

S11

교우 관계 유지
(Maintaining a friendship?)

S12

일상 업무/학교
(Your day-to-day work/school?)

5점 척도:
답변
1: 없음(None), 2: 약간(Mild), 3: 보통(Moderate), 4: 심함(Severe),
(공통)
5: 극심함 또는 할 수 없음(Extreme or cannot do)
자료: Üstün, Kostanjsek, Chatterji, & Rehm(2010). Measuring Health and Disability: Manual for
WHO Disability Assessment Schedule (WHODA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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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용
WHODAS 2.0는 서로 다른 문화 및 환경을 고려하여 건강상태와 장애를 평가하
기 위해 개발된 단일 도구로, 다양한 국가에서 장애인구 조사에 활용되었다.
<표 Ⅱ-21> WHODAS 2.0을 활용한 국가 조사
연구(조사)명

주요내용

인구 특성
· 국가별 대표 가구 선별, MCSS는 10개국 130,000명, WHS는
Multi-Country Survey
70개국 240,000명 대상으로 조사 실시
Study on Health and 사용 도구
Responsiveness 2000– · MCSS는 WHODAS 2.0 12 문항 버전, 36 문항 버전 중 선별
2001 (MCSS) and World
한 문항, 손상 문항 모듈 활용
Health Survey (WHS) · WHS는 WHODAS 2.0 12 문항 버전 활용
주요 결과
· WHODAS 2.0 검증

World Mental Health
Survey (WMHS)

인구 특성
· 국가별로 성인 표본 12,992명 선별
사용 도구
· WHODAS 2.0 12 문항 버전 활용
주요 결과
· 정신 질환의 역학 연구에서 활용된 WHODAS 2.0의 요인 구조,
내부 일관성 및 타당성 평가

WHO/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ACAP)
project on improving
disability statistics

인구 특성
· 5개 국가(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의 인구 표본
사용 도구
· WHODAS 2.0 36 문항 버전 및 WHS의 손상 문항 모듈 활용
주요 결과
· WHODAS 2.0과 WHS 문항들은 문화 전반에 걸쳐 특수성, 민
감성, 예측 타당성, 신뢰성 등이 높게 나타남

Ireland’s National
Physical and Sensory
Disability Database
(NPSDD)

인구 특성
·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인구 5,191명
사용 도구
· WHODAS 2.0 12 문항 버전 활용
주요 결과
· WHODAS 2.0은 아일랜드의 국가 신체 및 감각 장애 데이터베
이스 내 지표의 일부로 활용됨

Nicaraguan Survey for
People with Disability

인구 특성
· 국가 및 지역별 대표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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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사)명

주요내용
사용 도구
· WHODAS 2.0 36 문항 버전 활용
주요 결과
· WHODAS 2.0을 활용하여 장애출현율 산출함; 결함에 초점을
맞춘 이전 출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남
· ICF와 WHODAS 2.0의 유용성 증명함

인구 특성
· 국가 및 지역별 대표 표본 39,000 가구
사용 도구
· WHODAS 2.0 36 문항 버전 활용; 조사에는 8개의 건강 영역
Perfomance Assessment
이 포함됨
National Survey
주요 결과
(Mexico)
· WHODAS 2.0 점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국가 및 지역의 장애
출현율 산출. 인구 수준에서 ICF 기반 측정 방법의 유용성 검증.
국가 및 지역 수준의 건강한 기대 수명을 추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인구 특성
· 국가 및 지역별 대표 표본 13,350 가구
사용 도구
FIrst National Study on
· WHODAS 2.0 36 문항 버전 활용
Disability(Chile)
주요 결과
· WHODAS 2.0을 활용하여 국가 및 지역의 장애출현율 및 장애
수준 산출. 결과는 칠레의 장애 정책 입안 및 자원 배분에 활용

Disability prevalence
and characterization
study in Panama

인구 특성
· 국가 및 지역별 대표 표본
사용 도구
· WHODAS 2.0 36 문항 버전 활용
주요 결과
· WHODAS 2.0을 활용하여 국가 및 지역의 장애출현율 산출

인구 특성
· 쓰나미에 영향을 받은 인도네시아(10,859 가구)와 태국(1,190가
구)의 가구 조사
Tsunami Recovery
사용 도구
Impact Assessment and
· WHODAS 2.0 12 문항 버전 활용
Monitoring System
주요 결과
(TRIAMS)
· 쓰나미에 영향을 받은 지역의 인구는 일반 인구에 비해 기능 수
준이 낮음. WHODAS 2.0은 쓰나미 피해 지역의 보건 결과 지
표로 활용
출처: WHO(2010). Measuring Health and Disability Manual for WHO Disability Assessment
Schedule WHODAS 2.0. p27-28 표 재구성.

Ⅱ. 국내외 장애출현율 산출도구 현황 및 분석

55

(3) 한계점
WHODAS 2.0의 한계점으로는 문항이 주로 ICF의 활동 및 참여 영역을 다루기에,
신체 및 환경요인이 제외되었다는 점과 성인 인구에게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Üstün et al., 2010). 다만, 전자의 경우, WHODAS 2.0 개발 초기 단계에 결정된
사항으로, 신체 손상에 대한 추가적인 모듈이 개발되어 활용 중이며, 후자의 경우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WHODAS 2.0 버전이 개발되었다.

56

한국 장애출현율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ICF장애개념을 기반으로

4

분석결과

1) 국내외 장애출현율 산출도구 비교 및 분석결과
앞서 국내외 장애출현율 산출도구 및 문항들을 검토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분
석틀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전술한 바와 같이 ICF장애개념의 구성요소
인 신체기능 및 구조, 활동 및 참여, 환경 및 개인적 요인 등이다.
동 분석틀을 기준으로 7개의 국내외 장애출현율 산출도구 및 문항 들이 ICF의
장애구성요소 중 어느 요소를 중점적으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한국의 장애인실태조사는 신체기능 및 구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활동
및 참여, 환경적 맥락은 모두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WG문항과 ACS문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문항은 비슷한 체계를 가지
고 있었다. 즉 보기, 듣기, 주위집중하기 및 의사결정하기, 걷기 및 이동하기, 씻고
옷입기 등은 공통적이이었다. 그러나 ACS는 건강적인 문제로 스스로 병원, 관공소
를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WG는 의사소통 문
항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의 문항 역시 ACS와 동일하게 WG의
⑥의사소통이 어려움 삭제하고 ‘장보기·병원가기 등 실외활동의 어려움’으로 추가
하였다.
셋째, GALI의 문항은 전체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제한에 관해 1문항으로 질문을
구성하고 있다. 그 내용은 ICF의 ‘활동 및 참여’의 전반적인 내용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WHODAS 2.0문항은 WG문항과 ACS문항 보다 구체적으로 활동 및 참여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다섯째, MDS-Brief 문항은 ICF의 전반적인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신체기능 및 구조 뿐만 아니라 활동 및 참여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
고 있었다. 특히 MDS-Brief 문항은 ICF장애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4개 영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활동 및 제한의 기능적 측면, 기능 및 환경적 맥락을 고려한 질문,
환경적 맥락 질문, 개인 영역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었다. 그러나 MDS-Brief 문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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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문항으로 모듈 3000(환경 요인), 묘듈 4000(기능), 모듈(5000) 건강 상태 등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MDS-Brief모듈로의 조사는 10-15분으로 인디아(2018),
타자히스탄(2018), 라오스(2018)가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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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장애출현율 산출도구 유형화 결과
전술한 총 7개의 국내외 장애출현율 산출도구를 ICF 장애개념 분류틀을 기준으
로 분석한 결과, 장애출현율 산출도구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손상중심을 측정하는 산출도구이다. 동 유형에는 한국의 장애인실태조사
가 대표적이다. 한국 장애인실태조사는는 ICF의 신체 및 구조 영역의 지표에 치우
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제약 중심의 산출도구이다. 동 유형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전반적인 도구들이 포함되고 있었다. 그러나 동 도구는 ICF의 환경
적 맥락을 구체화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셋째, 손상과 환경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산출도구이다. 동 유형은
ICF 장애개념에 가장 근접한 산출도구로서, 손상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및 사회참
여 제약, 환경 및 개인적 맥락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HO(2012)에
개발된 MDS-Brief 문항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의 장애출현율 조사에 활용될 산출도구는 장애출현율 산출도구 유형화
결과에 따라 MDS-Brief 문항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Ⅱ-23> 장애출현율 산출도구 유형화

손상 중심

∙ 한국장애인실태조사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제약
∙
∙
∙
∙
∙

WG문항
ACS문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GALI 문항
WHODAS 2.0

손상,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제약, 환경적 요인
(ICF 장애개념)

∙ MDS-Brief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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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CF 장애개념에 따른
한국 장애출현율 조사 및 분석 결과

1

조사 개요38)

1)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약 700명을 대상
으로 한다. 서울시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층화변수로 권역(북서부, 북동부,
남서부, 남동부), (남성, 여성), 연령(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변수를 고려
하여 결정하였다. 40개 세부층별로 15명 이상의 표본을 확보하고 표본오차를 4%p
미만으로 통제하기 위해 전체 표본 수는 약 700명으로 결정하였다. 동 기준에 의한
본 조사의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7%p로 예측된다.
<표 Ⅲ-1> 서울시 세부 지역
권역

서울시

세부지역
북서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북동부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도봉구, 강ㅂ묵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남서부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남동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38) IRB 승인번호: P01-201906-2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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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방법 및 기간
본 연구는 2019년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총 7일간 한국갤럽(Gallup Korea)을
통해 컴퓨터에 의한 전화조사방식 (CATI :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으로 조사하였다.39) 동 방식은 컴퓨터에 의한 전화조사방식(CATI :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에 의해 추출된 전화번호를 토대로 갤럽 소속의 조사
원이 전화를 시도하고, 전화조사에 동의할 경우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조사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컴퓨터에 의한 전화조사
체계(CATI :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RDD(Random Digit Dialing)방식에 의한 무작위로 생성된 전화번호를 무작위 추출
하여, 전화조사에 동의한 자가 대상자가 되는 체계이다.
구체적으로 전화조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선정된다.
첫째,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체계(CATI :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로서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에 의한 전화번호를 무작
위로 추출하는 체계로, 추출된 전화번호는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전화가
걸리게 된다. 특히 본 조사는 서울지역에 한하여 조사하므로 지역번호
“02”로 고정한다.
둘째, 성, 연령을 확인 (유무선 혼합 방식)한다.
셋째, 조사자는 응답자에게 조사 목적 설명 후 조사 진행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넷째, 전화조사에 동의한 사람이 연구대상자가 된다.
본 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원은 총 10명 내외이며, 모두 생명 윤리에 관한 교육 2건
(인체유래물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교육, 인간대상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교육)을
이수하였다.

39) 한국갤럽은 1974년 6월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법인형태 조사 전문회사로서, 1979년 세계 최대의 조사
네트워크인 Gallup Interantional에 가입하여 구미선진국 최신 조사기법을 도입해 왔음. 한국갤럽은 일반 기
업을 위한 마케팅 조사 및 정부와 사회단체를 위한 사회여론조사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약 17,000여 건 수
행하였으며,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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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중치
조사과정에서 조사거절, 부재 등의 이유로 사전에 설계된 표본할당을 정확히 지키
기 어렵다. 따라서, 조사가 완료된 후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가중치(Weight)를
산출 및 적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가중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 i : 권역별을 나타내는 첨자 (i = 1(북서부), 2(북동부), …, 4(남동부))
- j : 성별을 나타내는 첨자 (j = 1(남자), 2(여자))
- k : 연령대별을 나타내는 첨자 (k = 1(20대), 2(30대), …, 5(60세 이상))
- Nijk : i 권역별, j 성별, k 연령대별 내의 모집단 인구 수
- nijk : i 권역별, j 성별, k 연령대별 내의 모집단 인구 수
- n : 조사된 전체 응답자 수
- N : 모집단 전체 인구 수
- Wijkl : i 권역별, j 성별, k 연령대별 내 l 번째 응답자의 가중치
- 층별 최종 가중치 Wijkl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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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변수별 가중치

구

분

연령별

지역

가중 값
배율

가중표본

사례수(A)

%

사례수(B)

%

(B/A)

(710)

100.0

(700)

100.0

0.99

남자

(354)

49.9

(338)

48.3

0.95

여자

(356)

50.1

(362)

51.7

1.02

20대

(125)

17.6

(124)

17.7

0.99

30대

(131)

18.5

(130)

18.5

0.99

40대

(137)

19.3

(133)

19.0

0.97

50대

(146)

20.6

(131)

18.8

0.90

60세 이상

(171)

24.1

(182)

25.9

1.06

북서부

(169)

23.8

(122)

17.4

0.72

북동부

(185)

26.1

(219)

31.3

1.18

남서부

(183)

25.8

(214)

30.6

1.17

남동부

(173)

24.4

(145)

20.7

0.84

전체
성별

조사표본

4)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2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ICF장애개념에 가장 일치하고 있는
MDS-Brief버전 중 4000번 모듈을 선정하였다. MDS는 WHO와 World Bank가
Washington Group on Disability Statistics, Statistics Norway, 그리고 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 등과 협력하여 개발한 MDS 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조사
로, 장애를 한 사람의 건강상태나 손상에 초점을 맞춰 이해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건강상태와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 개인적인 요소로 인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는
ICF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통계청·고려대학교, 2018).
한국에서는 2018년 통계청·고려대학교에서 MDS 풀(full) 버전으로 성북구를 대
상으로 조사한 바 있다. 동 연구는 최초로 WHO와 연합하여 두 차례에 걸쳐 텔레컨
퍼런스를 진행하고, MDS 한국어 설문지 고도화 작업을 통해 2018년 6월말 기준 성
북구 거주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가구조사를 실시하였다.40) 특히 성북구로 조
40) 표본추출틀은 2016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의 서울시 성북구 조사구로 구성 하였다(통계청·고려대학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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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서울시 전체와 근사한 인구분포를 보이는 구이기 때문이
라고 설명하고 있다.41)
선행연구인 통계청·고려대학교(2018)와 본 연구와의 차이점은 문항 수와 조사
방식이다. 선행연구는 MDS 풀 버전 337문항을 활용한 반면, 본 연구는 모듈 4000
(기능)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는 문항 수가 많은 관계로 실제 조사에서 많
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관계로 321가구를 일대일 대면조사로 진행하였으며, 본 연
구는 통계적으로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도록 710명을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Ⅲ-3> 한국의 MDS 도구를 활용한 연구들과의 차별성
구분

통계청·고려대학교(2018)

한국장애인개발원(2019)

대상

19세 이상 성인

19세 이상 성인

지역

서울시 성북구

서울시

표본 수

321명(가구)

710명

측정도구

MDS 전체 버전
-337문항

MDS Brief 버전 중 4000번
4000(기능)-12문항

조사방법

대면조사

전화조사(CATI)

근거

WHO(2012)

콜럼비아 MDS Brief 버전 중 4000번
모듈을 활용한 PILOT TEST

특히 MDS-Brief버전은 40문항으로 본 연구의 조사방법인 전화조사에는 적합하지
않아, 2014년 캄보디아에서 장애출현율 측정에 활용한 MDS-Brief버전 중 4000번 모
듈(12개 문항)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도구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000번 모듈은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제약 측면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지
만, 질문을 살펴보면, 환경적 맥락을 고려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제약’을 조사하
고 있다. 즉 조사 질문은 아래와 같다.
‘귀하가 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겪으시는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건강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귀하가 생활하는 환경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으며 주위 사람
들의 태도나 행동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1) 즉 서울시 전체와 각 구별로 연령군(5세단위), 가구원수(1, 2, 3, 4, 5, 6, 7인 이상), 성비, 주택유형(단독
주택, 아파트)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대상 지역을 분석한 결과 성북구가 가장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
청·고려대학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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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MDS-Brief버전 중 4000번 모듈은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 도
메인으로 구분된다. 즉 이동성, 자가돌봄, 기력 및 의욕, 스트레스 대처, 인지, 가사,
지역사회 및 사회참여, 업무 및 학업 등이다. 응답문항은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정도 심하다 ⑤ 매우 심하다로 구성되어 있다. ’의 순서형
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MDS-Brief버전 중 4000번 모듈의 설문지는 2018년 통계청·고려대학교에
서 번안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문회의를 통하여 MDS-Brief버전 중
4000번 모듈 활용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자문회의의 참여자는 장애출
현율 및 장애관련 조사에 10~20년 이상 전문적으로 관여한 자로 선정하여, 동 측정
도구 활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표 Ⅲ-4> 본 연구에서 활용한 MDS-Brief버전 중 4000번 모듈
MDS 4000번 모듈
다음은 귀하가 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겪으시는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건강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귀하가 생활하는 환경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으며 주위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30일간 좋았던 날과 안 좋았던 날을 모두 떠올려주십시오. 각 질문에 대하여 어느 정도 문
제가 있었는지 대답해주십시오.
이동성

자가
돌봄

1.
2.
3.
4.

귀하는
귀하는
귀하는
귀하는

1km를 걷는 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까?
가고자 하는 곳에 가는 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까?
씻고 옷 입는 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까?
화장실(용변처리)에 가는 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까?

5. 귀하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약을 복용하는 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까?

기력 및 의욕
스트레스 대처

6. 귀하는 피로와 기력 저하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까?
7. 귀하는 해야 하는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까?

인지

15.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는 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까?

가사

16. 가사(집안 일)를 수행하는 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까?

지역사회 및 시민참여

17. 축제, 종교 활동 또는 기타 활동을 비롯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까?
18.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까?

업무 및 학업

19. 직장이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일을 수행하는 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
습니까?

응답문항 :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⑤ 매우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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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1) 분석 개요
‘장애’를 신체적 손상의 개념으로만 고려한 기존의 장애조사는 한계점이 있다. 일
반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조사인 MDS는 장애의 개념을 개인의 건강상태와 환경,
사회적 요인 등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확장하고자 하는 ICF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MDS로 조사한 장애는 신체적 손상과는 관련 없이 모든 사람이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들로 장애 수준을 분류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치료를 통해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 사람은 장애조사를 통해 낮은 장애 수준을 갖고 있다고 분류될 수 있다. 국민의
장애 수준은 더 이상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며,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에 대해 기존의 관점을 깨고 새로운 관점을 도입한 조사
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2) 연구범위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장
애를 측정하는 설문 항목은 MDS의 모듈 4000의 간략한 버전을 이용하였다. 모듈
4000은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자가 일상 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경
험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여기에서 문제란 개인의 건강, 생활 환경, 주위 사람들
의 태도나 행동 때문에 무언가를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없거나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자는 장애와 관련된 문항에 대해 1(문제 없음)에서 5(문제가 매우 심
하다)의 대답을 한다. 조사 결과 총 710명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설문의 결과를
이용하여 응답한 사람들의 장애 수준을 결정하고 성별, 연령대 및 문항별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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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 라쉬 모형
개인에게서 조사된 설문 조사 자료는 응답값이 ‘문제 없음’부터 ‘문제가 매우 심
하다’를 측정한 순서형(ordinal) 자료이다. 순서형 자료로 수집되는 여러 개의 문항
을 개인의 장애 점수를 나타내는 하나의 점수로 변환하기 위해 라쉬 모형을 사용한
다. 개인의 장애 정도를 측정한 문항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점수로 바꾸면 개인들의
장애 점수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라쉬 모형은 점수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며 쉽게 적용할 수 있다.

(1) 라쉬 모형(Rasch Model)
라쉬 모형은 문항 반응 이론 (IRT, Item Response Theory)에서 가장 간단한 모형
중 하나이다. 이분형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라쉬 모형(Dichotomous Rasch Model)
이 개발된 이후 리커트 척도와 어의변별 척도를 포함하는 평가 척도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다분형 라쉬 모형(Polytomous Rasch Model)으로 일반화되었다. 이 모형
은 부분점수모형(Partial Credit Model)이라고도 부르며, 두 개 이상의 응답값이 있
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는 문항의 번호를 나타내며, 은 응답자의 번호를 나타낸다.   는 번
째 사람의 문항 의 응답값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은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
 는 문항 의 번째 임계값을,  는 문항 의 최대 점수를 의미한다.
라쉬 모형을 이용하여 설문 자료를 모델링 할 때 기본 가정을 검토하고 가정에
잘 맞도록 데이터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라쉬 모형의 가정은
세 개로 문항 독립성(local independence), 일차원성(unidimensionality), 단조성
(Monotonicity)이다. 문항 독립성 가정은 문항 간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한 문항에 대한 응답이 다른 문항의 응답과 강하게 연관되지 않는 상황을 의
미한다. 이 가정은 단일 요인분석(single-factor factor analysis)으로 문항 간 잔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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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수(residual correlations)를 확인하여 검정할 수 있다. 잔차 상관계수가 0.25보
다 큰 문항들은 문항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상
관된 문항을 집약하는 상위의 문항을 만드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일차원성은
모든 문항이 동일한 단일 항목을 측정해야 한다는 가정이며, MDS의 경우 모든 문
항이 ‘장애’에 대한 개념만을 측정해야 한다. 이 가정은 이원 요인분석(bifactor
analysis)로 검정할 수 있다. 단조성 가정은 올바른 순서의 임계값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 문항별로 평균 점수를 조건부로 하는 문항의 분포 그래프를 조사하
여 검정할 수 있다. 만약 임계값이 순서대로 정렬되지 않는다면, 올바른 순서가 될
때까지 문항의 응답값을 축소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위의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 실행하는 것이 설문 결과를 가장 잘 적합할 수 있는 라쉬
모형을 찾는 방법이다.

(2) 장애 수준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직면하는 장애 정도를 식별하기 위해 장애 수준을 네
개의 단계(‘No’, ‘Mild’, ‘Moderate’, ‘Severe’)로 구분한다. WHO에서는 개인별로 추정
된 장애 점수를 특정 임계값(cut-off)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계값은 <표 Ⅲ-5>에 제시하였다.
<표 Ⅲ-5> 장애 수준을 구분하는 임계값 기준
장애 수준

임계값 기준

No

점수 < 평균 – 표준편차
또는 점수 = 0

Mild

평균 – 표준편차 < 점수 < 평균

Moderate

평균 < 점수 < 평균 + 표준편차

Severe

점수 ≥ 평균 + 표준편차

장애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기능과 관련된
여러 문항의 응답값들을 이용하여 한 사람 당 하나의 장애 점수를 추정한다. 장애
정도에 따라 0부터 100까지의 범위를 갖도록 장애 점수를 재조정(rescale)한 뒤, 평
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임계값을 계산한다. 임계값은 MDS 조사로 수집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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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여 사후에 계산하기 때문에, 조사한 표본의 장애 점수 분포의 특성을 반
영할 수 있다.

(3) 중증 장애출현율(Severe disability prevalence)
중증 장애 비율은 간단히 ‘중증 장애’를 갖는 인원 수를 전체 표본의 크기로 나누
어 계산할 수 있으며, 중증 장애출현율은 이 추정치에 100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상
적으로는 중증 장애출현율을 표본설계 시 부여한 가중치를 사용하여 제시할 수도
있다.
′중증 장애′로 구분된 응답자 수
중증 장애 출현율   × 
전체 표본 크기

4) 모형설정
여러 설문 문항의 응답 결과를 하나의 점수로 변환하기 위해 라쉬 모형을 사용하
였다. 수집한 자료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라쉬 모
형의 세 가지 기본 가정을 만족할 수 있도록 모형 수정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 실행
하였다. 조사한 문항 및 문항 번호는 <표 Ⅲ-6>에 제시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사용
된 모형은 네 번의 모형 수정을 거쳤으며, 아래에는 최종 모형의 가정 만족 및 모형
적합도를 제시하였다. 모형 수정사항을 포함한 자세한 모델링 과정은 부록에 서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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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MDS 조사 문항 (Brief version, 4000번)
번호

문항

질문

귀하가 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겪으시는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건강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귀하가 생활하는 환경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으며 주위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Q8

귀하는 1km를 걷는 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까?

Q9

귀하는 가고자 하는 곳에 가는 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까?

Q10

귀하는 씻고 옷 입는 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까?

Q11

귀하는 화장실(용변처리)에 가는 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까?

Q12

귀하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약을 복용하는 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까?

Q13

귀하는 피로와 기력 저하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까?

Q14

귀하는 해야 하는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까?

Q15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는 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까?

Q16

가사(집안 일)를 수행하는 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까?

Q17

축제, 종교 활동 또는 기타 활동을 비롯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까?

Q18

대중 교통 또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까?

Q19

직장이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일을 수행하는 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까?

(1) 문항 독립성
라쉬 모형의 문항 독립성은 문항 간 잔차 상관계수가 0.25보다 작은지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모형 수정 과정에 따라 ‘이동성’을 나타내는 두 문항을 하나의 문항
‘mobidity’로 통합하였고, ‘자가돌봄’을 나타내는 세 문항 중 두 문항을 ‘selfcare’로
통합하였다. 따라서 이동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문항과 자가돌봄을 나타내는 두 문
항으로 모형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최종 모형의 잔차 상관계수는 모두 0.25보다
작으므로 문항 독립성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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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차원성
라쉬 모형의 일차원성 가정은 이원 요인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스크리 그림
(scree plot)으로 평가할 수 있다. 스크리 그림은 모형의 고유값(eigenvalue)을 나타
내고 있으며, 설문지가 얼마나 많은 차원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첫 번째
고유값 이후 두 번째 고유값이 평행 분석(Parallel Analysis)의 녹색 선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매우 강한 하나의 차원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른 차원이
모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Ⅲ-1]은 최종 모형의 이차원
성 평가를 위한 스크리 그림이며, 두 번째 고유값이 평행 분석의 녹색 선보다 아래
에 위치한 것을 보아 일차원성 가정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Ⅲ-1] 최종 장애 점수 모형의 일차원성 평가를 위한 스크리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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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조성
라쉬 모형의 단조성 가정은 사람-문항 지도(Person-Item Map)의 모든 문항에서
올바른 순서의 임계값이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항에 1부터 5까지의
응답값이 있으므로 임계값은 4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응답값이 ‘문제 없음’으로
심하게 치우친 자료로 적합한 라쉬 모형은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MDS 조사 결과 710명 중 348명이 모든 문항에 ‘문제 없음’으로 응답한 치우친
자료임을 확인하였다. 이런 경우 문항의 응답값을 결합하여 모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응답값 2와 3을 결합하고, 4와 5를 결합하여 두 개의 임계값을 갖도록
수정하였다. [그림 Ⅲ-2]는 최종 모형의 단조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람-문항 지도이
며, 모든 문항의 임계값이 순서대로 정렬된 것으로 보아 단조성 가정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Ⅲ-2] 최종 장애 점수 모형의 단조성 평가를 위한 사람-문항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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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형 적합도
세 가지 가정을 만족하는 라쉬 모형을 적합한 뒤에는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
다. <표 Ⅲ-7>에는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두 개의 통계량이 존재한다. 이
두 개의 적합도 값이 1보다 작은 경우 모형이 문항을 과대 적합하였다고 하고, 모형
이 문항에 너무 가깝게 맞춰진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이 값들이 1보다 큰 경우 모
형이 문항을 과소 적합하였다고 하고, 모형이 문항에 잘 맞지 않는 상황을 나타낸
다. 과소 적합보다는 과대 적합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일반적으로는 외적합도와 내적합도가 0.5에서 1.5 사이이면 수용할 수 있다. <표
Ⅲ-7>에 제시된 외적합도와 내적합도 모두 0.5와 1.5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모형
의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형의 신뢰도의 척도인 PSI(Person
separation index)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형은
0.87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해당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고 장애 점수를 추정
하였다.
<표 Ⅲ-7> 최종 장애 점수 모형의 적합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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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외적합도

내적합도

mobidity

1.50

1.26

selfcare

0.61

0.91

12

0.67

0.74

13

1.01

1.03

14

0.66

0.69

15

1.41

1.43

16

0.73

0.84

17

0.62

0.65

18

0.64

0.72

19

0.59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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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일반 인구의 건강과 일상 생활에서의 문제의 상호작용을 통한 실제 삶의
보여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조사한 문항들을 이용하여 장애 점수를 계산하고 장애
수준을 구분하기 위해 WHO에서 개발한 R 프로그램의 ‘whomds’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이하 결과는 실제 빈도값과 표본설계 시 고려한 가중치를 반영한 가중 백분율을 제시
하였으며, 가중 백분율은 표에 ‘w%’로 작성하였다.

(1) 장애 분포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710명의 MDS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장애
수준을 구분하였다. [그림 Ⅲ-3]은 장애 수준별 장애 점수 분포이며, <표 Ⅲ-8>은
장애 수준별 분포 현황을 비율로 나타낸 결과이다. 장애 수준이 ‘No’인 그룹이
4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Severe’인 그룹은 18.7%의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신체적인 장애 여부와 관계 없이 일반 인구를 조사한 결과답게 710명 중 모든
문항에 1(문제 없음)로 응답한 348명의 사람들은 모두 장애 수준 ‘No’로 분류되었다.

[그림 Ⅲ-3] 장애 수준별 장애 점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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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장애 수준별 분포
장애 수준

빈도

w%

No

348

49.3

Mild

91

12.2

Moderate

143

19.8

Severe

128

18.7

합계

710

100.0

장애 수준별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표 Ⅲ-9>에 제시하였다. 각각의 장애 수준에
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장애 수준이 ‘No’에서 ‘Severe’
에 가까워질수록 높은 연령대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특히 ‘No’에서 60세 이상
인 사람은 8.8%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Severe’에서는 66.2%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모든 장애 수준에서 최종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이 가장 많았다. 장애 수준이
‘Severe’인 사람 중 만성질환이나 만성적인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61.6%이
고,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이 24.3%로 나타났다.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 중에 장애 수준이 ‘No’, ‘Mild’, ‘Moderate’로 분류된 사람들
이 존재하는데, 이는 신체적인 장애는 있지만 그 외의 요소에 의해 일상 생활은 비
교적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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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장애 수준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 인구학적 특성

전체

No

Mild

Moderate

Severe

빈도

w%

빈도

w%

빈도

w%

빈도

w%

빈도

w%

남성

354

48.3

192

53.2

38

41.4

68

46.5

56

41.9

여성

356

51.7

156

46.8

53

58.6

75

53.5

72

58.1

18-29세

122

17.7

94

27.0

10

11.4

17

12.4

4

2.9

30-39세

131

18.5

87

25.0

11

12.3

25

18.0

8

6.2

40-49세

137

19.0

76

21.5

21

24.1

28

19.6

12

8.7

50-59세

146

18.8

63

17.7

25

23.3

35

21.3

23

16.1

60세 이상

171

25.9

28

8.8

24

28.9

38

28.7

81

66.2

무학

13

1.9

0

0.0

2

3.1

2

1.0

9

7.1

초등학교 졸업

32

5.3

2

0.7

4

5.1

7

5.3

19

17.6

중학교 졸업

35

5.0

7

1.7

5

6.3

11

8.5

12

9.3

고등학교 졸업

157

22.6

70

21.1

16

16.7

35

25.3

36

27.5

전문대 졸업

44

5.9

24

6.8

5

5.0

13

8.7

2

1.3

대학교 졸업 이상

429

59.2

245

69.7

59

63.8

75

51.2

50

37.2

있다

178

25.8

31

8.9

15

18.0

54

38.8

78

61.6

없다

532

74.2

317

91.1

76

82.0

89

61.2

50

38.4

예

43

6.4

3

0.9

3

3.8

7

4.6

30

24.3

아니오

667

93.6

345

99.1

88

96.2

136

95.4

98

75.7

합계

710 100.0 348 100.0

91

100.0 143 100.0 128 100.0

성별

연령

최종학력

만성적인 건강문제

장애인등록

[그림 Ⅲ-4]와 [그림 Ⅲ-5]는 각각 남성과 여성의 장애 점수 분포이며, <표 Ⅲ-10>
은 성별에 따른 장애 수준 현황을 비율로 나타낸 결과이다. MDS 조사의 모든 문항
을 1로 응답한 사람이 모두 장애 수준 ‘No’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장애
점수 그림도 상당히 치우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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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서는 장애 수준이 ‘Mild’, ‘Severe’, ‘Moderate’ 순이며, 여성에게서 ‘Mild’,
‘Moderate’, ‘Severe’ 순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장애 수준이
‘Severe’인 사람이 더 많게 나타났다.

[그림 Ⅲ-4] 남성의 장애 점수 분포

[그림 Ⅲ-5] 여성의 장애 점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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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성별에 따른 장애 수준 분포
장애 수준

남성
빈도

여성
w%

빈도

w%

No

192

54.3

156

44.6

Mild

38

10.5

53

13.9

Moderate

68

19.0

75

20.5

Severe

56

16.2

72

21.1

합계

354

100.0

356

100.0

[그림 Ⅲ-6] ~ [그림 Ⅲ-10]은 각각 18~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령대에 따른 장애 점수의 분포이다. <표 Ⅲ-11>은 연령 구분
에 따른 장애 수준 현황을 비율로 나타낸 결과이다.
60세 미만에 해당하는 네 개의 연령대에서는 장애 수준이 ‘No’인 사람들이 45%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60세 이상인 연령대에서는 장애 수준이 ‘Severe’인 사람이
47.8%로 가장 많았다. 장애 수준이 ‘No’인 사람들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적어지고,
장애 수준이 ‘Severe’인 사람들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장애 수준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장애 수준과 연령대
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6] 18-29세의 장애 점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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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30-39세의 장애 점수 분포

[그림 Ⅲ-8] 40-49세의 장애 점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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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9] 50-59세의 장애 점수 분포

[그림 Ⅲ-10] 60세 이상의 장애 점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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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연령대에 따른 장애 수준 분포
장애 수준

18 ~ 29세

30 ~ 39세

빈도

w%

빈도

w%

40 ~ 49세
빈도

w%

50 ~ 59세
빈도

w%

60세 이상
빈도

w%

No

94

75.2

87

66.5

76

55.6

63

46.3

28

16.7

Mild

10

7.9

11

8.1

21

15.5

25

15.2

24

13.6

Moderate

17

13.9

25

19.2

28

20.4

35

22.4

38

21.9

Severe

4

3.0

8

6.2

12

8.5

23

16.0

81

47.8

합계

125

100.0

131

100.0

137

100.0

146

100.0

171

100.0

(2) 중증 장애출현율
[그림 Ⅲ-11]은 표본조사 가중치를 고려한 성별에 따른 중증 장애출현율이다. 성
별에 따른 중증 장애출현율은 남성이 16.2%이고, 여성이 21.1%로 남성보다는 여성
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11] 성별에 따른 중증 장애출현율

[그림 Ⅲ-12]는 연령대에 따른 중증 장애출현율이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중증
장애출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조사에 응답한 60세 이상 중 47.8%인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중증 장애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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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2] 연령대에 따른 중증 장애출현율

(3)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개인마다 장애 점수를 계산하고 장애 수준을 구분하기 위해 조사한 MDS의 모듈
4000 문항에 대한 결과이다. 모듈 4000은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문
항이며, <표 Ⅲ-12>는 장애 수준이 ‘Severe’인 사람들 중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묻
는 문항에 ‘어느정도 심하다’와 ‘매우 심하다’를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그림 Ⅲ
-13]은 이 비율이 40% 이상인 문항들을 나타낸 결과이다. 화장실 용변처리 문제와
가사를 수행하는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 문제가 있다고 대답한 남성이 여
성보다 많았다.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들 중 47.6%가 피로와 기력 저하 문제가 있다고 대답하였
으며,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가장 큰 문제였다. 그 외에 가고자 하는 곳에 가
는 문제와 1km를 걷는데 문제, 해야 하는 일을 처리하는 문제 등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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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의 문제에 ‘어느정도 심하다’ 또는
‘매우 심하다’ 비율
전체

남성

여성

w%

w%

w%

귀하는 1km를 걷는 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
까?

41.7

50.0

35.8

Q9

귀하는 가고자 하는 곳에 가는 데 어느 정도 문제
가 있습니까?

43.0

49.7

38.1

Q10

귀하는 씻고 옷 입는 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
까?

19.4

20.2

18.9

Q11

귀하는 화장실(용변처리)에 가는 데 어느 정도 문
제가 있습니까?

13.2

13.0

13.4

Q12

귀하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
거나 운동을 하거나 약을 복용하는 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까?

24.3

29.7

20.5

Q13

귀하는 피로와 기력 저하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까?

47.6

50.2

45.8

Q14

귀하는 해야 하는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어느 정
도 문제가 있습니까?

38.8

40.6

37.4

Q15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는 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까?

22.0

24.6

20.2

Q16

가사(집안 일)를 수행하는 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
습니까?

29.8

28.1

31.1

Q17

축제, 종교 활동 또는 기타 활동을 비롯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까?

28.3

31.7

25.8

Q18

대중 교통 또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까?

26.0

31.7

21.8

Q19

직장이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일을 수행하는 데 어
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까?

36.5

42.0

31.3

번호

문항

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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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 수준과 일반적 활동 제한 문항 비교
MDS 문항 이외에 과거 6개월 동안 건강 문제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하는 활동에
제한이 있었는지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하는 활동이란 보고, 듣
고, 의사소통 하는 것, 혼자 걷거나 계단 오르기, 쇼핑하기, 교통수단 이용 등 야외
활동, 씻거나 옷 입기, 가정생활 등 전반적인 일상생활, 중요한 것을 기억하거나 새
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을 의미한다.
추가로 조사한 항목과 장애 수준과의 교차표를 <표 Ⅲ-13>에 제시하였다. 건강
문제로 인해 일반적으로 하는 활동에 심각한 제한이 있었던 33명 중 29명인 87.9%
가 ‘Severe’한 장애 수준으로 분류되었으며, 반대로 건강 문제로 인한 일반적 활동이
제한되지만 심각하지 않거나 제한되지 않는다고 대답한 677명 중 99명(=14.6%)도
‘Severe’한 장애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표 Ⅲ-13> 과거 6개월 간 건강 문제로 인한 일반적 활동에 제한
과거 6개월 간 건강 문제로 인한 일반적 활동에 제한
장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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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게 제한된다

제한되지만 심각하지는
않는다/ 제한되지 않는다

합계

No

0

348

348

Mild

1

90

91

Moderate

3

140

143

Severe

29

99

128

합계

33

677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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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는 ICF장애개념을 반영한 장애출현율 산출도구를 활용하여 장애출현율을
조사함으로써, 2019년 현재까지 한국의 장애출현율을 산출하고 있는 손상중심의 장
애출현율 산출기준의 문제점을 재고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제약’이 있는 자들
을 포괄하도록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과 수립에 반향을 일으키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장애출현율 측정도구인 한국 인구주택총조사
활동제약 및 일상생활 제한 문항,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출현율 측정문항, 미국 ACS
장애출현율 측정문항, WG, GALI, MDS 숏 버전, WHODAS 2.0 등을 ICF분석틀신체 구조 및 기능, 활동 및 참여, 환경, 개인42) -에 적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장애출현율 산출도구를 유형화 하였다.
그 결과 ‘손상중심의 산출도구’로는 한국의 장애인실태조사가 위치하고 있었으
며,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제약’ 중심의 산출도구에는 WG문항, ACS문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GALI 문항, WHODAS 2.0가 분류되었다. 특히 ‘일상생활 및 사회
참여 제약’의 측정도구들은 WG문항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ICF 장애개념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산출도구는 MDS-Brief 문항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DS-Brief 문항을 토대로 한국의 장애출현율 산출을 시도하
였다. MDS는 2012년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World Bank)이 인구의 장애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장애인들이 장애정도에 따라 직면하고 있는 해소되
지 않은 욕구, 차별, 불평등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MDS는 WG문항,
WHODAS 2.0 척도 보다 2012년 이후 즉, 최근에 개발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일상생
활 및 사회참여 제약’ 중심의 산출도구들에 의한 조사보다 활용율이 적으나, ICF장
애개념과 CRPD의 모니터링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WHO, 2012).
특히 장애출현율 조사는 가구조사 방식이 가장 적합하나, EU국가들은 GALI 문항
또는 단순 문항으로 전화 및 온라인 조사를 통해 자기기입식 장애출현율을 조사하
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이를 근거로 전화조사를 시도하게 되었다.43) 뿐만 아니라
전화조사의 특성상 많은 문항을 묻지 못하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캄보디아에서 조
42) 개인적 맥락은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43) 한국갤럽(Gallup Korea)을 통해 컴퓨터에 의한 전화조사방식 (CATI :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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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된 바 있는 MDS-Brief 문항의 중에서도 4000번 모듈(12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4000
번 모듈은 환경적 맥락을 고려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제약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의 어려움으로
서울시를 기준으로 구, 연령, 성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약 7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44)45)
본 조사에서 장애출현율(Severe disability prevalence)은 전체 조사대상자 중 중증
장애를 가진 수로서, 장애수준이 ‘심각함(Severe)’ 정도의 사람을 의미한다. 분석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출현율(Severe)은 18.7%로 조사되었다. 장애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49.3%, 약간(Mild)은 12.2%, 보통 및 중간(Moderate)은 19.3%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동 결과는 장애인실태조사 2017년 결과인 5.39%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둘째, 장애 수준이 ‘없음(No)’에서 ‘심각함(Severe)’에 가까워질수록 높은 연령대
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없음(No)’에서 60세 이
상인 사람은 8.8%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심각함(Severe)’에서는 66.2%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셋째, 장애 수준이 ‘심각함(Severe)’인 사람 중 만성질환이나 만성적인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61.6%이고,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이 24.3%로 나타났다. 동
결과는 한국의 장애인 정의가 좁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장애출현율은 여성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장애출현율은 남
성이 16.2%, 여성이 21.1%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장애수준이 ‘심각함(Severe)’ 정도의 사람들 중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의
어려움 중에서도 ‘피로와 기력 저하 문제’에 47.6%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다음
은 ‘가고자 하는 곳에 가는 문제’ 43.0%와 ‘1km를 걷는데 문제’ 41.7%, ‘해야 하는
일을 처리하는 문제’ 38.8% 등으로 나타났다.

44) 서울시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층화변수로 권역(북서부, 북동부, 남서부, 남동부), (남성, 여성), 연령(20
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변수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7%p 수
준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45) 분석은 조사한 문항들을 이용하여 장애 점수를 계산하고 장애 수준을 구분하기 위해 WHO에서 개발한 R
프로그램의 ‘whomds’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특히 개인에게서 조사된 설문 조사 자료는 응답값이 ‘문제 없
음’부터 ‘문제가 매우 심하다’를 측정한 순서형(ordinal) 자료로 수집되어 있어서 개인의 장애 점수를 나타내
는 하나의 점수로 변환하기 위해 라쉬 모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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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우리나라의 장애출현율은 2005년 4.59%, 2011년 5.61%, 2014년 5.59%, 2017년
5.39%로 2011년부터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특히 그 비율은 등록장애인 2018년 4.9%의 수준과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결
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 외의
잠재적 정책 수요자를 고민 할 필요가 없는 체계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통계적인 ‘장애출현율’과 행정적 장애인 인 ‘등록장애인’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자는 현 수준을 유지해도 된다는 암묵적인 정
책결정을 내리기에 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장애출현율 즉, 서울시만을 기준으로 조사를 하였
다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8.7%가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에 제약이 있는 자’들로 분석되었다.

[그림 Ⅳ-1] 장애출현율 비교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실태조사의 ‘장애출현율’ 조사목적과 ‘등록장애인’이 장애인
복지정책대상자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장애출현율은 그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장애’개념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정
책 수요자를 예측하고, 행정적 예산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장애인실태조
사 보고서(2014, 2017)에 따르면, 장애출현율은 ‘손상중심’으로 장애출현율을 산출
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적 발전, 인구수 감소, 사건․사고의 감소 등으로 2011년 이후
부터 장애출현율이 감소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실태조사에 제시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인재와 태풍 및 지진 등
과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은 높아지고 있으며, 노인의 인구와 만성질환율도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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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또한 사회는 취업의 어려움과 고용불안 등으로 심리적 그리고 정신적 스
트레스는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심리 및 사회적 장애의 발생
은 높아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인 손상중심으로 장애출현율
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장애인과 대동소이한 값으로 장애출현율이 도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는 장애환경 변화 및 장애개념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
니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당국자들도 잠재적 수요자들의 복지욕구에 대해 안일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실태조사의 목적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적 장애인인 ‘등록장
애인 수’와 ‘장애인 출현율’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장애인실태조사에 대한 대대적
조사목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출현율을 산출하기 위
해 추가적인 가구표집이 요구되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데 반해, 장애출현
율 결과의 정책적 활용 및 의미는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방식
으로 조사해 온 장애출현율 조사는 통계청으로 이관하고, 장애인의 실태와 복지욕
구 중심으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적으로 비교가능 하고, ICF장애개념에 따른 장애출현율은 통계청이 주
축이 되어 통계치를 생산하도록 하며, 장애출현율에 응답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욕
구와 대상자 특성 등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부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최근
통계청에서는 2005년부터 5년마다 ‘활동 제약’과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제약’의 산
출결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20년부터 워싱턴 그룹 항목(WG)에 대해 시험 조
사 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조사 항목에는 WG 6개 문항(①보는 것이 어려움,
②듣는 것이 어려움, ③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이 어려움, ④기억하거나 집중하는
것이 어려움, ⑤옷입기·목욕하기·밥먹기 등 실내 활동이 어려움, ⑥의사소통이
어려움) 중 ‘⑥의사소통이 어려움’을 제외한 5개 문항을 사용하였고, ‘장보기·병원
가기 등 실외활동의 어려움’을 추가하였다. 또한 기존 WG의 4개 응답범주(전혀 어
렵지 않다, 약간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 전혀 할 수 없다) 대신 2개 응답범주(그렇
다, 아니다)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박영실 외, 2019). 통계청의 WG에 따른
장애출현율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할 뿐만 아니라, ICF 장애개념에 근접하여 측정
한 결과로 의미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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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애출현율 조사는 단순히 장애인 수만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출
현율 조사를 토대로 장애인복지정책 대상자에 대한 예측과 예산의 분배 그리고 이
들의 복지 욕구 등을 파악하여 정책을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
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장애출현율 조사는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의 제약에 있는 자들
을 산출하는 것으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특성 상 장애출현율 이외의 복지 문
항을 추가하여 잠재적 장애인복지정책 대상자의 복지욕구를 조사하는 데는 조사
설계 상 한계가 있다. 또한 인구센서스에 WG문항을 적용한 미국이나 캐나다 등은
동 결과를 실제 복지예산 집행에 주요한 역할을 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구체적
인 욕구와 서비스 등과 같은 근거에 기반 한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통계청의 장애출현율의 조사와 동시에 이들의 복지욕구 등이 함께 조사
되어야 내실 있는 복지수요조사가 될 것이다. 이에 통계청은 장애출현율을 조사하
고,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WG에 응답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장애인복지욕구 조
사를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표 Ⅳ-1> 장애출현율 산출을 위한 기관의 역할
구분

통계청

장애인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명칭

인구주택총조사

잠재적
장애인복지정책수요자
욕구 조사(가칭)

장애인실태조사

조사 목적

장애출현율
(국제 비교용)

잠재적 장애인 및
장애인의 사회적 위험,
복지욕구 등 조사

장애인 복지욕구 조사

조사 대상

전체 가구

통계청 장애출현율 가구
기준

장애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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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회조사에 본 연구에서 활용한 MDS의 문항을
탑재하여 장애출현수준을 조사하는 방안도 제한하고자 한다. 장애출현과 사회조사
의 문항들 간의 관계성을 도출할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우리나라 손상중심의 장애판정제도에 대한 개편과 잠재적 장애인복지수요
자에 대한 정책들이 점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각한 장애를 가진 인구(장애인구)’로 측정된 사람들 중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은
24.3%였으며,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제약을 주는 만성적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61.6%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은 손상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제약을 가진 잠재적 장애인복지수요자를 포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우리나라의 손상중심 장애판정제도로 인해 나타
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2018~2022에서 제시된 ‘장애유형의 인정
질환 확대 및 판정기준 완화를 위한 대책’들을 통해 장애판정제도의 점진적 개편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잠재적 장애인의 정책 설계를 위해 장애출현에 속해 있는 대
상자들의 복지욕구조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진국의 장애개념과 서비
스 자격 기준 간 관계성 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등록체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잠재적 수요자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제도적 유연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근거기반 장애인복지정책 구현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표 Ⅳ-2>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2018~2022 계획 및 이행방안
구분

내용

1-1.
∙ (장애등록 인정질환 확대)장애인정 범위가 협소한 정신장애의 인정질환
장애인 권리보장 및
확대* 및 안면장애에 인정질환 (백반증) 추가 검토
*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뚜렛장애 등 추가
종합지원체계 구축
– 장애판정제도 개 ∙ (판정기준 완화)타 장애에 비해 장애등록 신청 시 탈락율이 높거나 기준
이 엄격한 장애 (예: 안면, 시각, 자폐 장애 등) 인정기준 완화 추진
선
∙ 장애출현율 조사를 통한 대상자 및 욕구조사 실시
본 연구를 통한 이
∙ 선진국 장애개념과 서비스 자격 기준과의 관계성 연구 필요
행 방안 제안
∙ 제도적 유연화 방안 필요

본 연구결과는 장애출현율의 역할과 의미를 기반으로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손상
중심’의 장애출현율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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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장애출현율은 손상중심 장애인복지정책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ICF 장
애개념을 토대로 장애출현율을 측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정책 수요자에 대한 확장
된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손상중심으로 장애출현율을 산출해 옴으
로써 도외시되어온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제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에 대한 정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보고서를 기점으로 장애
출현율 산출에 대한 실질적 변화와 잠재적 정책 수요자들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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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모델링 과정(5단계)

라쉬 모형을 결정하기 위한 모델링 과정은 크게 두 개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
다. 관련된 여러 개의 문항을 하나의 상위 문항으로 통합하거나, 순서형 변수의 여
러 개의 응답값을 하나의 응답값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최
종 라쉬 모형을 도출한 과정은 아래에 서술하였다.

1) 장애 점수 모형 1
가장 간단한 모델링 방법은 수집한 모든 문항(Q8 ~ Q19)을 수정 없이 라쉬 모형
에 적용한 것이다. 이를 장애 점수 모형 1이라고 하였다. 라쉬 모형의 세 개의 가정
중 가장 먼저 문항 독립성을 확인해보면, 12개의 문항들 중 Q8과 Q9의 잔차 상관
계수가 0.38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잔차 상관계수가 0.25보다 큰 문항들
이 있었지만, 잔차 상관계수가 가장 큰 문항부터 순차적으로 수정하였다. 특히 Q8
(귀하는 1km를 걷는 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까?)과 Q9(귀하는 가고자 하는 곳
에 가는 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까?)는 둘 다 ‘이동성’에 관련된 문항으로 두
문항으로 유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장애 점수 모형 1은
문항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모형 수정이 필요하며, 관련된 두 문항
을 하나의 상위 문항으로 통합하여 장애 점수 모형 2를 모델링하였다.

2) 장애 점수 모형 2
Q8과 Q9를 통합한 뒤 ‘mobidity’ 변수를 생성하여 총 11개의 문항으로 라쉬 모형
에 적용하였고, 이를 장애 점수 모형 2라고 하였다. 장애 점수 모형 1과 마찬가지로
문항 독립성을 확인하였다. ‘mobidity’를 제외한 10개의 문항 중 Q10과 Q11의 잔차
상관계수가 0.25로 경계에 놓여있었다. 이 때 Q10(귀하는 씻고 옷 입는 데 어느 정
도 문제가 있습니까?)과 Q11(귀하는 화장실(용변처리)에 가는 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까?)은 둘 다 ‘자가 돌봄’에 관련된 문항으로 두 문항이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
하였다. 즉 장애 점수 모형 2는 문항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모형 수
정이 필요하며, 두 문항을 자가 돌봄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위 문항으로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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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점수 모형 3을 모델링 하였다.

3) 장애 점수 모형 3
Q10과 Q11을 통합한 뒤 ‘selfcare’ 변수를 새롭게 생성하여 총 10개의 문항으로
라쉬 모형에 적용하였고, 이를 장애 점수 모형 3이라고 하였다. 먼저 문항 독립성
검정을 위해 잔차 상관계수를 확인하였다. 남아있는 문항의 잔차 상관계수는 모두
0.25보다 작았기 때문에 문항 독립성은 만족하였다. 두 번째로 일차원성을 검정하
기 위해 [그림 부록-1]의 스크리 그림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고유값이 평행 분석의
녹색 선보다 아래에 있으므로 매우 강한 하나의 차원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번째 가정인 일차원성을 만족하였다. 세 번째로 단조성을 검정하기 위해
[그림 부록-2]의 사람-문항 지도를 확인하였다. ‘mobidity’와 ‘selfcare’의 경우 두 문항
을 통합하였으므로 단조성을 만족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하나의 문항
들에서 단조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 문항인 Q12, Q17, Q18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
애 점수 모형 3은 단조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모형 수정이 필요하다.

[그림 부록-1] 장애 점수 모형 3의 일차원성 평가를 위한 스크리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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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 장애 점수 모형 3의 단조성 평가를 위한 사람-문항 지도

4) 장애 점수 모형 4
장애 점수 모형 3이 단조성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Q12, Q17, Q18의
응답값을 통합하여 장애 점수 모형 4를 모델링 하였다. 세 문항 모두 응답값 2와
3을 통합하였고, 추가적으로 Q17과 Q18은 응답값 4와 5를 통합하였다. 잔차 상관
계수는 모두 0.25보다 작았기 때문에 문항 독립성 가정은 만족하였다. [그림 부록
-3]의 스크리 그림 결과 두 번째 고유값이 평행 분석의 고유값 보다 아래에 위치하
므로 일차원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그림 부록-4]의 사람-문항 지도에서도

‘mobidity’와 ‘selfcare’를 제외한 모든 문항이 단조성 가정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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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3] 장애 점수 모형 4의 일차원성 평가를 위한 스크리 그림

[그림 부록-4] 장애 점수 모형 3의 단조성 평가를 위한 사람-문항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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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쉬 모형에 필요한 세 가정을 만족한 장애 점수 모형 4의 적합도 평가 결과를
<표 부록-1>에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외적합도와 내적합도의 값이 0.5와 1.5 사
이에 있으면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mobidity’의 외적합도가 2를 초과하
므로 계산된 장애 점수는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모형의 질을 향상시키
기 위해 ‘mobidity’의 응답값을 통합하여 장애 점수 모형 5를 모델링 하였다.
<표 부록-1> 장애 점수 모형 4의 적합도 평가
문항

외적합도

내적합도

mobidity

2.13

1.19

selfcare

0.55

0.83

12

0.65

0.72

13

1.00

1.01

14

0.65

0.68

15

1.35

1.37

16

0.70

0.80

17

0.62

0.65

18

0.63

0.71

19

0.55

0.65

5) 장애 점수 모형 5
장애 점수 모형 4가 세 개의 가정을 만족하였으나, 모형 적합도 평가의 ‘mobidity’
변수의 외적합도가 2보다 컸기 때문에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더욱이 이
자료는 710명 중 348명이 모든 문항에 ‘문제 없음’으로 응답한 치우친 자료였으므로
모형의 질 향상을 위해 ‘mobidity’를 포함한 모든 문항의 응답값들을 결합하는 방향
으로 장애 점수 모형 5를 모델링 하였다. 문항의 응답값을 결합하여 모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응답값 2와 3을 결합하고, 4와 5를 결합하여 모든 문항이
두 개의 임계값을 갖도록 수정하였다. 우리는 장애 점수 모형 5를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본문의 [그림 Ⅲ-1], [그림 Ⅲ-2]를 보면 장애 점수 모형 5는 세 개의 가
정을 만족하였으며 <표 Ⅲ -7>의 적합도 평가 결과도 과대적합이나 과소적합을 보
이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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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2> 장애 점수 모형 4와 장애 점수 모형 5의 장애 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모든 문항에 ‘문제 없음’으로 응답한 348명이 모두 장애 수준 ‘No’로 분류되었으며,
모형 수정을 통해 장애 수준이 ‘Mild’, ‘Moderate’, ‘Severe’인 사람들의 분포가 변하였
다. 가중 백분율을 보면 장애 수준 ‘No’를 제외한 나머지 장애 수준에서 장애 점수
모형 4보다 장애 점수 모형5의 분포가 더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부록-5]는 장애 점수 모형 4와 장애 점수 모형 5의 추정된 장애 점수 산점도이
다. 두 모형으로 추정된 능력 점수는 결정계수(   )가 0.9647로 두 모형으로 추정한
장애 점수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가정과 적합도 결과가 위배
되지 않는 장애 점수 모형 5를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 부록-2> 장애 점수 모형 4와 장애 점수 모형 5의 장애 수준 비교
모형

장애 점수 모형 4

장애 점수 모형 5

분포

장애 수준

빈도

w%

빈도

w%

No

348

49.3

348

49.3

Mild

66

9.1

91

12.2

Moderate

146

22.8

143

19.8

Severe

150

18.8

128

18.7

합계

710

100.0

7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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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5] 장애 점수 모형 4와 장애 점수 모형 5의 장애 점수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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