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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장애학생들이 사회에서 원만한 직업생활을 영위하며 성인으로서

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수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

서 이는 올바른 전환교육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또한 전환교육

을 통해 직업전환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장애인의 직업준비와 고용

및 직업적응을 위한 직업재활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이처럼 성

공적인 전환교육과 직업재활을 통해 장애인이 활발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한 적합한

장애 개념 및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이에 기초하여 적절하게 장애

정도를 평가하고 직업적 능력에 따라 고용 관련 의사결정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적격성 판정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 결국 이

는 기능의 손상정도만을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의학적 준거에 의

한 장애 판정과 더불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근로능력(work

ability)을 기준으로 장애를 판정하는 ‘직업적 장애’개념에 근거한

평가체계가 요구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일환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의 직업재활서비스 및 고용과정 초기단계의 선별을 목적으로 한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선별척도를 개발함으로써, 직업적 장애

기준에 의하여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즉 『직

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작업기능, 인지 문제해결기능, 그리고 신

체 자립기능의 세 하위영역의 총 20문항을 통해 확인된 검사대상

자의 직업적 장애 수준에 따라, 직업적 경증장애인, 직업적 중증장

애인, 그리고 근로능력이 없는 복지서비스 대상자 중 하나로 구분

하게 된다. 그러나 2012년 개발된 본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는

현재 현장에서의 활용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적

용방안을 강구해야하며 심층적인 타당화 및 고도화 연구를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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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특히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대규모의 실제 활용

데이터들을 구축하여 분석함으로써, 검사 결과를 좀 더 타당하게

해석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올바른 의사결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방

대한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숨겨진 지식과 정보, 예상치 못

했던 규칙과 정보 등을 추출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의사결정을

도모하는 방법인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실제 활용

사례 679명을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순차적 판별 체

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의 각 지역별 지사 및 장애인 복지

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장애인과 특수학교

에 재학 중인 고등부와 전공과의 장애학생 679명을 대상으로 『직

업기능스크리닝검사』결과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

여, 먼저 직업적 장애 기준에 따른 분류와 의학적 기준의 장애 등

급에 따른 분류의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직업적 장애 기준과 의

학적 장애 등급의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의사결정나무분석

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순차적 판별 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연구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업적 장애기준에 따른 판정과 의학

적 기준의 장애 등급에 따른 판정은 직업적 중증장애와 복지서비

스 대상자에 대한 판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일치 정도를 보이

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직업적 경증장애와 장애 등급 간의 판정의

일치 정도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사결정나무를

구축하여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핵심 하위영역은 무엇이며

분류 절단점수가 어떻게 형성되는 지 확인한 결과, 작업기능 하위

영역이 가장 결정적인 분류를 수행하는 핵심하위영역인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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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어서 신체 자립기능영역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지

문제해결기능의 경우 측정 점수범위에서만 분류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대상자와 직업적 중증장애인, 그리고

직업적 중증장애인과 직업적 경증장애인을 명확히 분류하는 절단

점수는 작업기능 영역의 표준점수 32점과 58점인 것으로 각각 확

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구축된 의사결정나무를 통해 확인된 핵심

하위영역과 절단점수를 토대로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직업적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순차적 판별체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관련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및 장애관련 특성의 편포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의사결정나무분석은 자료에 의존하여 현상을 해석하기 때

문에, 자료가 현실상황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할 경우

일반화할 수 있는 모형을 도출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

째,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 수에 유의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요구하는데, 본 연구에서 활용한 약 680여명의 사례로는

일반화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에서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은 SPSS

Classification Tree Program 18.0으로, 다소 간편하고 단순한 분석

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보다 전문적인 데이터 마이닝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좀 더 정교하고 정확한 분석 및 모형 간

비교가 가능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요어 : 의사결정나무,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 직업적 장애

학 번 : 2012-2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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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장애학생들에게 있어 학교에서 직업생활로의 전환은 특수교육의 궁극

적인 목표로서, 성인으로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

히 전환교육의 다양한 목적 중 직업으로의 전환은 전환교육이 주창된 시

점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이는 장애학생의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전환을 주장한 Will(1984)과 이를 지역사회적응으로 전환한

Halpern(1985)의 전환교육 모델, 그리고 최근의 전환교육 최선의 실제에

서 제시한 장애학생의 직업전환의 강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Flexer, Simmons, Luft, & Bear, 2001; Siegel, 1998; Demchak,

Greenfield, 2003; Sitlington, Clark, & Kolstoe, 2000, 박희찬, 2006에서

재인용).

한편, 장애학생의 직업적응 및 전반적인 생활적응과 관계되는 학교교

육을 통하여 직업전환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장애인의 직업준비와 고용,

그리고 직업적응을 위한 직업재활이 계속적으로 요구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전환교육은 교육재활에서 직업재활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것으로 두 영역의 긴밀한 협조와 상호보완적인 노력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박지웅, 2004).

이러한 전환교육과 직업재활을 통한 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업전환을

위해서는 적합한 장애 개념 및 기준에 기초한 적격성 판정기준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최선의 직업재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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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향후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고용을 촉진할 수 있

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기준 및 장애 판정은 장애인의 의학적

인 구조나 기능의 결함 혹은 손상(impairments)의 정도에 따라 장애판정

을 실시하고 있다. 즉 의학적 장애기준에 의거한 판정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고용 및 그와 관련된 직업재활 및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사실, 의료적 접근을 취하는 의학적 분야, 전환교육을 실시하는 특수

교육 분야, 그리고 고용 촉진 및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고용

분야에서 중점을 두는 장애에 대한 개념과 기준은 각 분야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만큼, 장애에 대한 접근방식과 개념 역시 상이해야한다. 즉,

전환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교육에서는 교육적 지원을 기준으로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장애인고용분야에서

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의 측면에서 장애를 정의하고 이 기준에 의

거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각 분야에서는

장애와 관련하여 모두 기능적 결함 및 손상 위주의 접근방식인 의학적

개념에 의한 접근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각 분야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현재 장애인의 전환교육 및 직업재활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향

후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능력 평가체계와 과정은 장애 판정과

관련하여 많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현행의 장애유형과 장애 등급의

정도는 실질적인 근로능력, 즉 직업 수행 능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

능이 미약하다(변경희 외, 2003). 다시 말해, 현재의 의학적 기준에만 근

거한 장애 판정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의 개념적인 연계성이

희박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능력의 보유여부를 제대로 판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의학적 판정 기준으로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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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수

도 있기 때문이다(이석원, 정희정, 2008).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적합한 전환교육 및 직업재활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나아가 향후 고용

의 달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한 장애개념은 의학적 접근에 의한 기능의 손

상정도 뿐만 아니라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근로능력(work ability)과의 접

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OECD(2003)에서도 근로능력

(work ability)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중증 장애인을 판정함에 있어

의학적 기준 외에 근로능력(work ability)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을 권

고하고 있음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보다 적절한 전환교육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

애인의 성공적인 직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학적 접근과 더불어 장

애인의 근로능력(work ability)을 기준으로 장애를 판정하는 ‘직업적 장

애’ 개념에 근거한 평가체계가 요구된다. 이는 근로능력(work ability)에

근거한 직업적 장애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장애를 직업적 중증 장애 혹은

경증 장애로 분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를 통해 가능해진다. 즉,

그에 근거한 진단과 평가, 및 측정기준을 개발함으로써 실현가능하며, 나

아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모순점들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일환

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2012년 『직업기능스크리닝검

사』선별척도를 개발하였다.

현재 개발된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는 의학적 기준이 아닌 직업적

장애 기준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도구이다. 즉, 의뢰

된 장애인의 직업적 장애 수준에 따라 직업적 경증장애인, 직업적 중증

장애인, 그리고 근로능력이 없는 복지서비스 대상자 중 하나로 구분하며,

일반고용, 지원고용, 보호고용, 그리고 복지서비스 대상의 네 가지의 고

용지원형태를 분류하는 판정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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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는 작업기능, 인지·문제해결기능, 그리

고 신체·자립기능의 세 하위영역의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애

인의 직업재활서비스 및 고용과정의 선별(초기상담)단계에서 활용하도록

구성된 비교적 간편한 형태의 검사이다.

이처럼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 및 고

용과정 초기단계의 선별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20문항으로 선별을 실시

하는 간편성과 효율성을 추구한 검사이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선별 검

사들이 10문항 이하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해볼 때, 현장의 장애인직업

능력평가사들은 타당하고 신뢰로우면서도 보다 간편한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는 현재 현장에서의 활용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적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

한 심층적인 타당화 연구와 고도화 작업을 필요로 한다. 즉 『직업기능

스크리닝검사』의 다량의 실제 활용 데이터들을 축적하여 분석함으로써,

소비자인 장애인직업능력평가사와 장애인들로 하여금 『직업기능스크리

닝검사』 결과를 보다 타당하게 해석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에 맞

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현행 배치중심의 개념인 일반고용, 지원고용, 보호고용, 복

지서비스대상의 구분에서, 직업적 경증장애, 직업적 중증장애, 및 복지서

비스대상의 지원가능한 서비스 중심의 사고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각 하위영역 및 문항에 대한 객관적이

고 과학적인 설명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근로능력에 근거하여 장애

의 정도를 진단함으로써 대상자가 가진 근로능력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세밀화된 방안과 절차를 제공하는 순차적 판

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데이터마이닝 기법은 방대한 규모의



- 5 -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숨겨진 지식과 정보, 예상하지 못했던 패턴 및 새로

운 규칙과 정보 등을 추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로서 각광받고

있다(신현욱, 2011; 김신곤, 1999). 특히 이 데이터마이닝 기법은 ‘데이터

에서 정보로, 정보에서 지식으로, 지식에서 의사결정’에 이르는 경로를

설명함과 동시에 데이터에서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의 주요 정보기술로

서, 가능한 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다(신현욱, 2011; Brethenoux 외, 1996).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에게 효과적인 직업전환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류 및 선별척도로서 개발된 『직업기능스크리

닝검사』의 실제 활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순차적 판별 체계를 구축함으

로써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직업적 장애기준에 근거한 가장 효과적인 분

류·지원패턴을 찾아냄으로써, 직업적 경증장애와 직업적 중증장애 여부

를 평가하는 체계적인 순차적 판별 체계를 구축하여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의 설명력과 과학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는 직업적 경증장애

혹은 직업적 중증장애의 여부에 따라 각 대상자들이 보유한 근로능력을

효과적으로 확인하는 효율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들

의 근로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지원의 정도까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장 적절한 순차적 판별 체계에

따라 장애를 진단하는 체계를 발전하게 되면, 향후 직업적 장애 등급을

결정하는 데 활용하는 수많은 검사도구와 진단도구를 간소화함과 동시에

적은 수의 검사 및 진단도구만으로도 검사결과의 설명력과 평가절차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 즉,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효율적인 순

차적 판별체계를 활용하여 직업평가대상 장애인들이 가진 근로능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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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평가에 있어 효율성과 정밀성,

그리고 체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직업전환교육 및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향후 성공적

인 고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의사결정모형을 제

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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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근로능력(work ability)을 평가하여 효과적인

직업전환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별척도로 개발된 『직

업기능스크리닝검사』를 의사결정나무분석 기법을 적용해 분석하고자 한

다. 먼저, 직업적 장애 기준에 따른 분류와 의학적 기준의 장애 등급에

따른 분류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 분석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직업적

장애기준에 의거하여 직업전환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타

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직업적 경증장애와 직업적 중증장애를 분류 및

진단하는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하위영역의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

모형인 순차적 판별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

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직업적 장애 기준에 따른 분류와

의학적 기준의 장애 등급에 따른 분류의 차이가 있는가?

둘째, 직업적 경증장애와 직업적 중증장애, 그리고 복지서비스대상자

를 구분하는『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핵심 하위영역은 각각

무엇인가?

셋째, 직업적 경증장애 혹은 직업적 중증장애 여부를 분류 및 진단하

는 가장 효율적이고 타당한 순차적 판정체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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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전환교육과 직업적 장애 개념

1) 전환교육과 직업전환

전환(Transition)이란 한 가지 조건 혹은 장소로부터 다른 조건 혹은

장소로 변해가는 과정으로 한 개인은 삶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전환을

경험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전하게 된다(윤태성, 2007). 따라서 전환

의 내용은 전환교육의 정의에 따라 광범위하게 구성될 수 있다. 특수교

육에서 말하는 전환교육(Transition education)은 좁은 의미에서 장애학

생을 위한 진로교육의 총체적인 서비스 활동이라 일컬을 수 있다. 즉 학

생 개개인의 요구와 결과에 중점을 두어 성인교육, 직업훈련, 취업지원서

비스를 포함한 통합된 취업활동, 성인서비스, 독립생활 또는 사회참여를

포함한 학교에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종합적인 교육활동

을 말한다(이효자, 박희찬 1997). 결국 전환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요구와

필요를 바탕으로 학교 졸업 후 도달하게 될 목표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고

안된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활동으로, 그 목적이 장애학생의 학교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의 직업훈련, 통합된 취업활동, 주거생활, 지역사회생활,

여가, 및 계속 교육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이효자,

박희찬 1997).

전환교육 중에서도 직업전환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장애학생들의 고용을 위해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환을 강조한

Will(1984)의 전환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홍성호,

2009). Will(1984)은 직업전환에 대해 ‘학교에서 직업생활로의 전환은 고

용으로 유도하는 서비스와 경험의 확장적 배열의 구성으로서 성과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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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과정이다. 전환은 고등학교 재학, 졸업시점, 중등학교 이후의 교육

이나 성인 서비스, 및 고용 후 최초 몇 년을 그 시점으로 한다. 전환은

학교에 의해 제공되는 안전하고 구조적인 체제와 성인생활의 위험과 기

회를 연결하는 교량이다.’라고 주장하였다(홍성호, 2009; Will, 1984).

또한 Halpern(1985)은 이와 관련하여 전환개념이 고용, 중등학교 이후

의 교육, 독립생활, 지역사회의 참여, 및 사회적, 개인적 관계성에 대한

관심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학교에서 전환서비스를

시행하거나 학교 전환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훈련에 직접 개입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직업전환은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서비스체제로 간주되기 시작하였으며 전환교육 및 직업전환이 단편

적인 교육이나 지원이 아닌, 총체적인 교육적 요구를 반영해야 함을 주

장하는 확장적인 의미로 이동하게 되었다(홍성호, 2009).

2) 직업적 장애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법상의 장애인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

용촉진및직업재활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리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등의 법 목적에 근거한 의학적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즉 장애 정도에 대한 판정 및 분류는 신체 일부 기능의 손상 또는 결함

(impairments)를 중심으로 하는 의학적 기준에 의거한 판정을 통해 이루

어지고 있다(변경희 외, 2003). 그런데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

공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시행할 때, 신체적 구조 및 기

능적 결함의 정도에 따르는 의학적 장애 기준을 준용할 경우 의료적인

근거에 의한 장애유무 및 정도가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목적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2007년 ‘제 2차 장애인지원 종합대책방안’에서



- 10 -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보다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업적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의무고용제도를 개편하고 의학적

기능손상뿐만 아니라 직업적 능력을 반영하는 직업적 장애 기준을 마련

할 것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직업적 장애 개념이란 의학적 판단 외에 근

로능력(work ability) 및 사회적 생활능력까지를 포함하는 다면적 평가

방식에 기초한 장애판정으로서(보건복지부, 2007), 직업 재활과 고용의

측면에서 장애를 정의한 것을 의미한다. 즉, 직업적 장애 개념은 신체 및

정신의 기능적 제한을 바탕으로 근로능력(work ability)의 상실정도를 나

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적 장애를 개념화함에 있어 근

로능력(work ability), 즉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핵심 요소가

된다. 근로능력(Work Ability)이라는 용어는 ‘의료보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최진,

2002).

이와 같이 근로능력(Work Ability)에 기초한 직업적 장애 개념의 도

입은 2003년 OECD와 미국과 호주 등의 해외 사례들을 통해서 나타났

다. OECD(2003)은 중증 장애인 판정제도에 근로능력(work ability)을 별

도로 판별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호주는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된 장애

판정 및 직업재활서비스의 적격자를 판정할 때 근로능력(work ability)개

념을 적용하여 판정하고 있다(최진, 2002). 또한 미국은 직업재활서비스

를 받을 수 있는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 직업적 장애 개념을 도

입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영국 등의 선진 유럽

국가들은 의학적 장애 기준과 근로능력의 상실 정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김동일 외, 2012).

국내에서도 직업적 장애와 관련하여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진(2002)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판정기준이 의학적 진단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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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초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현행 기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을 중심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사업의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

한, 근로능력 관점에서의 판정기준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

행하였다. 변경희 외(2003)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준용된

장애개념이 의학적 기준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직접재활사업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본 ‘직업적 장애개념 도입을 위한 연구’

에서는 직업적 장애개념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적

용가능성을 고찰하였다.

김언아(2006)는 ‘직업적 중증장애 판정기준’ 구성방안과 판정체계를

새롭게 제시하면서, 직업적 장애기준을 도입함으로써 현행 장애등급에

기초한 장애인 소득보장 지급 기준에 근로능력에 대한 평가기준이 설정

되어야 함을 연구 결과로 제시하였다. 이석원·정희정(2008)은 ‘기능적 장

애 개념과 중증 장애인 기준의 타당성’ 연구를 통해 현행 의학적 기준에

기초하여 정의한 중증 장애인 기준과 기능적 장애 개념에 기초하여 정의

한 중증 장애인 기준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기능적 장애 개념에 의해

정의된 중증 장애인이 의학적 장애 개념에 의해 정의된 중증 장애인보다

직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의

학적 기준 외에 기능적 장애 개념을 도입한 직업 능력 판정 체계의 도입

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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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

1)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개요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는 장애인의 근로능력(Work Ability)을 측

정하여 평가함으로써,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전환교육과 직업재활

서비스, 그리고 더 나아가 향후 적용 가능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개발된 검사도구이다. 따라서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는 현재 우리

나라의 평가방식인 의학적 기준에 의거한 기능의 손상(Impairments) 정

도를 파악하기보다, 직업전환 및 직업재활 서비스의 지원 정도에 따라

향후 향상될 수 있는 장애인의 근로 능력(Work Ability)1)을 평가ㆍ예측

하고자 한다.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근로 능력

(Work Ability)을 평가 기준으로 한 직업적 장애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타당한 직업적 장애 기준을 제시하고 적합한 직업적 장애 유형을 선별할

수 있다.

2)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구성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는 ‘작업기능’의 7문항, ‘인지ㆍ문제해결기

능’의 6문항, 그리고 ‘신체ㆍ자립기능’의 7문항으로 총 세 가지 하위 직업

기능영역의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직업기능 영역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먼저, ‘작업기능’ 하위 영역은 직업 환경에서의 작업 수행과 직접적으

로 관련된 기능들을 측정하기 위한 영역으로 직업기능과 가장 밀접한 관

련을 가진다. 따라서 ‘작업기술 익히기’, ‘작업동기 유지하기’, ‘작업 전

1) 근로능력(Work Ability)이란 대부분의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기능 및 능력을

말한다(최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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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준비하기’, ‘협력행동 수행하기’, ‘사회 규칙 지키기’, ‘지시 이해하기’,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의 7개의 하위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업기술

익히기’는 작업에서 요구되는 문서, 순서, 규칙 등을 학습하고 기억하여

작업 과정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직업과 관련한 작업기술을 알고

있어야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 ‘작업동기 유지하기’는 작업에 지속

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고자 하는 욕구 및 열망을 유지하는 것으

로 꾸준한 직업활동 유지에 중요한 요소이다. ‘작업 전(후) 준비하기’는

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시작 전에는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

하며 작업이 끝난 후에는 정해진 장소에 도구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작

업의 효율성 및 개인의 안전을 위해 요구된다. ‘협력행동 수행하기’는 자

신이 속한 집단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아 힘을 합하여 돕는 것으로,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 규칙 지키기’는 기본

적인 도덕이나 규범, 법규 등을 알고 상황에 맞게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원활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항목이다. ‘지시 이해하기’는 지

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간, 사물, 공

간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직업 관련 능력을 직접적으로 측정

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끝으로 ‘대중교통 이용하기’는 운송수단을 적절

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직업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독립적인 기

능을 수행하기 위해 중요한 항목이다.

다음으로 ‘인지ㆍ문제해결기능’ 하위 영역은 일상생활 및 직업 환경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발생한 문제를 합

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

지ㆍ문제해결기능’은 ‘요구하기’, ‘장애 인식하기’, ‘정보 활용하기(정보 활

용능력)’, ‘문제 인식하기’, ‘읽기’, 그리고 ‘대인관계 유지하기(대인관계)’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구하기’는 직업 상황에서 질문을 하거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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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

이다. ‘장애 인식하기’는 자신의 장애로 인한 제약을 받아들이고 주변의

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장애에 따른 제약을 극복하

고자 노력하도록 돕는다. ‘정보 활용하기(정보 활용능력)’는 직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효율적인 직

업 생활이 가능해진다. ‘문제 인식하기’는 직업생활 중 발생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개선방향을 찾는 것으로, 직업생활을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읽기’는 매우 기초적인 학업기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직업생

활을 위해 요구된다. 끝으로, ‘대인관계 유지하기(대인관계)’는 직장 내

상사 및 동료와 적절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원활한 의사소통과 자

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적절한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직업생황

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신체ㆍ자립기능’ 하위영역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능력들을 평가하고자 한

영역이다. 각 문항들은 ‘건강 관리하기’, ‘신변(청결) 관리하기’, ‘용모(복

장) 관리하기’, ‘식사하기’, ‘이동하기’, ‘손 기능 사용하기(손 기능)’, 및 ‘작

업 지속하기(지구력)’의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건강 관리하기’는 스

스로 필요한 약물을 복용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강상태를 유지

하고 지속시키는 것으로, 취업 및 직업생활 유지에 중요한 요소이다. ‘신

변(청결) 관리하기’는 직업생활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화장실을

사용하며 손발 등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매우 기초적인 능력이다.

‘용모(복장) 관리하기’는 직장 및 일상생활에서 적절한 용모와 복장을 유

지하는 것으로, 직업생활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주는 중

요한 요인이다. ‘식사하기’는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것, 눈과 손의 협응

및 손기능의 사용, 식사관련 예절 등과 관련된 것으로 기본 일상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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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이동하기’는 출퇴근 및 직장 내의 자유로운 보행

및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장애유형과 정도 및 보조공학이나 편의시설의

지원 유무 등에 따라 보행능력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손 기능

사용하기(손 기능)’는 한 손 또는 양손을 사용하여 물건을 다루고, 집고,

조작하는 것으로, 눈과 손의 협응 동작 및 물건 조작을 위한 필수적인

기능이다. ‘작업 지속하기(지구력)’는 일정시간이상 작업이나 업무를 지속

할 수 있는 체력과 끈기로, 실질적인 직업활동을 지속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와 같은 세 하위영역을 통해 장애인의 근로능력정도를 확인하여 분

석함으로써, 대상자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적합한 직업전환교육과 직업재활서비스 및 고용서비스를

촉진하고자 개발되었다.

3)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해석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는 단순히 검사의 총점을 기준으로 직업적

장애 등급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각 하위영역별로 채점한 후 표

준점수룰 구하여 합산한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작업기능’과 ‘신체ㆍ자립

기능’의 각 7문항은 최소 7점에서 최대 35점의 점수분포를 각각 나타내

며, ‘인지ㆍ문제해결기능’의 6문항은 최소 6점에서 최대 35점의 점수분포

를 형성할 수 있다.

직업적 장애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업기능스크리닝검

사』를 시행하고 각 하위영역별 점수를 산출한다. 다음으로 각 영역별

총점을 표준점수인 T점수로 환산하고([부록 1]의 전체 규준 참조), 이렇

게 환산된 영역별 T점수를 합산하여 <표 Ⅱ-1>에 따라 다시 T점수로

환산한다. 최종 환산된 T점수를 이용하여 직업적 장애 판정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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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대상자 직업적 중증장애 직업적 경증장애

영역
별T
점수
합

환산
점수
(T)

백분
위점
수

영역
별T
점수
합

환산
점수
(T)

백분
위점
수

영역
별T
점수
합

환산
점수
(T)

백분
위점
수

64 19 1 111 36 8 146 49 45

66 19 1 112 36 8 147 49 45

67 20 1 113 36 8 148 49 45

69 20 1 114 37 10 149 49 45

70 21 1 115 37 10 150 50 50

72 22 1 116 38 12 151 50 50

74 22 1 117 38 12 152 51 53

75 23 1 118 38 12 153 51 53

76 23 1 119 39 14 154 52 58

77 23 1 120 39 14 155 52 58

78 24 1 121 39 14 156 52 58

79 24 1 122 40 17 157 52 58

81 25 1 123 40 17 158 53 62

83 26 1 124 41 19 159 53 62

84 26 1 125 41 19 160 54 66

85 26 1 126 41 19 161 54 66

86 27 1 128 42 21 162 54 66

87 27 1 129 42 21 163 55 70

88 27 1 130 43 24 164 55 70

91 28 2 131 43 24 165 55 70

92 29 2 132 43 24 166 56 73

93 29 2 133 44 28 167 56 73

94 29 2 134 44 28 168 57 76

95 30 3 135 45 31 169 57 76

<표 Ⅱ-1> 직업적 장애에 대한 T점수 분포

최종 환산점수가 35점 이하인 경우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36점에서 48점

사이인 경우 직업적 중증 장애인으로, 그리고 49점 이상인 경우 직업적

경증 장애인으로 최종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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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30 3 136 45 31 170 57 76

97 31 3 137 45 31 171 57 76

98 31 3 138 46 35 172 58 79

99 32 4 139 46 35 173 58 79

100 32 4 140 46 35 174 59 82

101 32 4 141 47 39 175 59 82

102 33 4 142 47 39 176 60 84
103 33 4 143 48 42 184 62 89
104 33 4 144 48 42
105 34 6 145 48 42
107 34 6
108 35 7

109 35 7
110 35 7

4)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활용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 서비스 과정은 <그림 Ⅱ-1>과 같다.

<그림 Ⅱ-1> 직업재활서비스 및 고용 과정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 및 고용 과정

의 선별(초기상담)단계에서 활용된다. 먼저 구직 장애인이 직업재활서비

스 및 고용을 위한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 기관은 접수를 받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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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서를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상담 및 스크리닝 일정을 계획하고 상

담 및 스크리닝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선별 단계에서 『직업기능스크리

닝검사』를 활용하여 의뢰된 장애인의 전반적인 근로능력(직업수준)을

파악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직업재활서비스 및 고용과 관련된 적격성을

결정하며, 대상자의 근로능력에 관한 대략적인 정보와 직업적 배치와 관

련된 의사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의뢰단계에서는

상담 및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에 관한 확대

평가와 추가적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개별적인 확대평가에 의뢰하고,

적격성을 결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상

담 및 스크리닝 과정은 <그림 Ⅱ-2>와 같다.

<그림 Ⅱ-2> 상담 및 스크리닝 과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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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결정나무분석과 CHAID 알고리즘

1) 의사결정나무분석의 개념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은 대규모의 데이터 저장소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석구석 조사함

으로써 간과한 채 넘어갈 수 있는 새롭고 유용한 패턴을 탐색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용환승 외, 2007; 신현욱, 2011에서 재인용). 즉, “데이터

에 함축되어 있으나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

를 새롭게 추출”하여, 과거 행위의 분석을 기초로 미래 행위를 예측하는,

즉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강현철

외, 2006, Berson et al., 1999; 김동일, 홍성두, 2009에서 재인용). 따라서

데이터마이닝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정확한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실제에서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최종후 외, 2002).

이와 같은 데이터마이닝의 기법으로는 연관성규칙 발견(Association

Rule Discovery),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신경망분석(Neutral

Networks Analysis), 연결분석(Link Analysis), 사례기반추론

(Case-Based Reasoning),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판별분석

(Discrimination Analysis),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ss), 및 유전자 알

고리즘(Genetic Algorithm) 등 여러 가지 통계적·비통계적 기법들이 있

다. 특히 이 중 의사결정나무는 분류와 예측을 하는데 있어 적용결과에

의해 규칙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데이

터마이닝 기법 중에 하나이다.

의사결정나무는 의사결정규칙(Decision Rules)을 나무구조로 도표화하

여 관심 대상이 되는 집단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거나 예측을 수

행하는 분석 방법이다(최종후 외, 2002). 이처럼 의사결정나무는 분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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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측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그 과정과

결과가 나무구조에 의해 표현되기 때문에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신경망분석(Neutral Networks Analysis), 그리고 판별분석

(Discrimination Analysis) 등과 같은 다른 데이터마이닝 기법들에 비해

연구자가 분석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최종

후 외, 2002). 또 의사결정나무는 선형성(linearity)과 정규성(normality),

그리고 등분산성(equal variance) 등의 가정을 요구하지 않는 비모수적

모형(non-parametric model)으로(신현욱, 2011), 판별분석이나 회귀분석

등의 모수적 모형분석에서 필요한 변수를 찾아내고 교호효과2)를 찾아내

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분류 및 예측 모형으

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분석용 자료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의

예측에 대해서는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또, 의사결정나

무에서는 연속형 변수를 비연속적인 값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분리의 경

계점 주변에서는 예측 오류가 클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2) 의사결정나무의 구성요소와 형성과정

의사결정나무는 하나의 나무구조를 이루어, 마디(node)라고 불리는 구

성요소를 통하여 구분된다. 마디는 다음의 <표 Ⅱ-2>과 같이 그 기능에

따라 뿌리마디, 부모마디, 자식마디, 끝마디, 중간마디, 그리고 가지로 구

성된다.

2) 교호효과: 여러 개의 예측변수들이 결합하여 결과변수에 작용하는 규칙(최종후 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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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내용

뿌리마디 (Root node)
나무구조가 시작되는 마디로, 전체 자료를

의미한다.

부모마디 (Parent

node)
자식마디의 상위마디.

자식마디 (Child node)
하나의 마디로부터 분리되어 나간 2개

이상의 마디들.

끝마디 (Terminal

node), 또는

잎마디(Leaf node)

각 나무줄기의 끝에 위치한 마디로,

끝마디의 개수만큼 분리규칙이 생성된다.

중간마디 (Internal

node)

나무구조의 중간에 위치한 끝마디가 아닌

마디들.

가지 (Branch)

하나의 마디로부터 끝마디까지 연결된

일련의 마디들을 의미하며, 이 때 이루고

있는 마디의 개수를 가지의 깊이(depth)라고

한다.

<표 Ⅱ-2> 의사결정나무의 구성요소

출처: 최종후(1998, p.19); 홍성두, 김동일, 2008에서 재인용

결국 의사결정나무는 뿌리마디로부터 시작하여 각 가지가 끝마디에

이르기까지 자식마디들을 적절한 분리기준(split criterion)과 정지규칙

(stopping rules)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분리하고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구축된다. 즉 의사결정나무분석은 먼저 의사결정나무를 형성한 후, 부적

절한 마디를 제거하는 가치치기 과정, 그리고 이익도표(gains chart)나

위험도표(risk chart), 또는 검증용 자료(test data)에 의한 교차타당성

(cross validation) 등을 이용한 의사결정나무의 평가 과정을 거쳐, 의사

결정나무를 해석하고 예측모형을 설정하게 된다(최종후 외, 2002).

3) CHAID 알고리즘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 CHAID(Chi-squ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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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 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 C4.5, QUEST(Quick, Unbiased, Efficient, Statistical Tree) 등의

다양한 알고리즘이 활용될 수 있다. 이 중 CHAID(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 Kass, 1980)는 1975년 J.A Hadrian에

의해 처음 발표된 알고리즘으로서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 중

하나이다. CHAID(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 알고리

즘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목표변수가 범주형(범주형 목표변수)일

때는 Pearson의 카이제곱검정 혹은 우도비 카이제곱 통계량(Likelihood

ration Chi-squared statistic)을 사용하고, 목표변수가 연속형(연속형 목

표변수)인 경우는 분산분석에서의 F-검정을 분리기준으로 사용하여 다

지분리(multiway split)3)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이다.

CHAID 알고리즘에서 범주형 목표변수에 대해 카이제곱 통계량의 p-

값을 분리기준으로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두 과정에 의해 부모마디로

부터 자식마디가 분리된다. 먼저 첫 번째 과정에서는 모든 예측변수들에

대해 최적의 분리를 탐색하여 그 때의 카이제곱 통계량과 p-값을 계산

한다. 이어서 두 번째 과정에서는 첫 번째 과정에서 계산된 p-값들을 비

교하여 가장 작은 p-값을 나타내는 예측변수를 선택하고 자식마디를 형

성하게 된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연속형 목표변수인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그룹에 대해서 평균치 차를 검정하는 분산분석표(ANOVA

Table: Analysis of Variance Table)의 F-통계량을 분리기준으로 이용한

다. F-통계량은 자유도(r-1, n-r)인 F-분포를 따르며, F-통계량이 자유

도에 비해 매우 작다는 것은 예측변수에 따른 목표변수의 평균치 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예측변수가 목표변수의 예측

3) 다지분리(multiway split)란 부모마디에서 자식마디들이 분리될 때, 2개 이상의 분리가 일어나

는 것을 말한다(최종후 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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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F-통계량의 p-값을 기

준으로 카이제곱 통계량의 분리과정과 유사하게 병합과 분리를 계속함으

로써, p-값이 가장 작은 예측변수와 그 때의 최적 분리에 의해 자식마디

를 구성하게 된다.

4) 의사결정나무분석 선행연구 동향

데이터마이닝의 활용범위는 광범위한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

게 쓰이고 있다. 특히 대량의 데이터 가운데서 잠재적인 정보들을 발견

해냄으로써 가능한 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도소매, 은행, 금융, 보험 및 통신 분야에서 그 활용가치가 높아지

고 있다(신현욱, 2011).

이 외에도, 특수교육 및 장애인 관련 분야에서도 데이터마이닝 중 의

사결정나무 모형을 적용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특수교

육 분야에서, 홍성두, 김동일(2008)은 학습장애를 진단 모형 중 대안적인

다단계 통합모형을 활용함에 있어 의사결정나무 기법의 적용가능성을 탐

색하였다. 또한, 김동일, 홍성두(2009)의 다른 연구에서는 ‘학습장애 진단

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간의 비교’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교사 22명

과 66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ACCENT(Achievement-Cognitive ability

Endorsement Tests) 인지영역검사 및 국어영역검사를 실시하고 회귀분

석, 의사결정나무분석, 그리고 신경망분석기법들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학습장애진단에 있어 의사결정나무분석기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

다.

장애인 관련 분야에서는 김영숙, 박소라, 우후남(2009)은 ‘정신장애인

사례관리의 욕구사정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정도구 개발과 욕구추출 알

고리즘 과정 연구’를 수행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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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 중심 사정도구를 개발하고 정신장애인 379명의 사정 데이터를 의사

결정나무분석 기법 중 CHAID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대상

자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욕구추출 알고리즘을

구축하였다. 또한, 홍성두, 김민동(2009)의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어머니의 우울수준을 예측하기 위한 초등학생의 문제행

동유형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초등학생 701명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대상

으로 BASC(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의 임상적 척도

와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검사를 실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우울, 과잉행동, 비전형성, 그리

고 주의집중이 어머니의 우울 수준의 예측 변수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현욱(2011)은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의사결정나무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지체장애인의 취업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제1차년도 자료에 포함된

지체장애인 2393명을 대상으로 의사결정나무기법 중 하나인 Exhaustive

CHAID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장애의 중증여부가 지체장애인

의 취업을 예측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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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의 각 지역별 지사 및 장애인 복

지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으며 현재 또는 향후 구직

을 희망하는 장애인, 그리고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부와 전공과의

장애학생을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한국 장

애인 고용공단의 각 지역별 지사 및 장애인 복지관의 장애인직업능력평

가사들과 특수학교 교사들에게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를 배부하고,

장애인 및 장애학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근로능력에 대한 『직

업기능스크리닝검사』를 시행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검사지의 미회

수 혹은 주요 정보가 누락된 약 250여명을 제외한 1차 대상자 741명 중

일부 문항의 무응답자 혹은 관련 주요정보가 누락된 62명을 제외한 총

679명을 최종 연구 대상자로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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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분석방법

을 활용하였다.

먼저, 직업적 장애 기준에 따른 분류와 의학적 기준의 장애 등급에

따른 분류의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직업적 장애 기준과 의학적 장애

등급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SPSS

Classification Tree Program 18.0을 사용하였다. 또한 의학적 장애 등급

을 판정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3-56호)에 의거

하여, 국가 규준의 장애 등급별 경증, 중증 분류에 따라 분석하였다.

한편, 의사결정나무분석(Decision Tree Analysis)은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결정적인 문항들을 찾아내고 최소한의 정보

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정보를 목적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의사결정모형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데이터마이닝의 의사결정나무분석(Decision Tree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프로그램으로는 SPSS 18.0

Classification Tree Program을 사용하였다.

의사결정나무분석에서는 먼저 자료를 가장 잘 분리할 수 있는 분리

변수를 찾는 것부터 출발하여, 다음 마디에서도 이러한 분리 변수들을

찾아 더 이상 효율적인 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의사결정나무모형

을 형성하게 된다. 이 후, 더 이상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현재의 마디가

끝마디가 되도록 하는 정지규칙을 지정하고 형성된 의사결정나무에서 적

절하지 않은 마디를 제거함으로써, 적당한 크기의 하위나무(Subtree)구조

를 가지도록 하는 가지치기를 통하여 최종적인 예측모형을 선택한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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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목표변수가 이산형 변수이므로 분류나무(Classification Tree)

를 구성하며, 의사결정나무분석 알고리즘으로는 이산형 목표변수에 활용

하는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한 CHAID를 사용하였다. CHAID 알고리즘

은 카이제곱 통계량의 p-값을 분리기준으로 사용하여 분리와 정지가 일

어나며, 다지분리(multiway split)를 허용하는 알고리즘이다. 의사결정나

무를 형성할 때 노드의 분리와 결합을 결정하기 위한 유의 수준은 선행

연구들에 근거하여 0.05(level of significant alpha=0.05)로 설정하였으며,

우도비 카이제곱 통계량을 사용하였고, Type Ⅰ error(alpha)를 조절하기

위해 Bonferroni correction기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상위노드와 하위노드를 생성하기 위한 필요조건

으로 최소 자료의 수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상위노드 30과 하위노드 10을

각각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전체 자료 수인 약 680여명의 약 4%에

해당하는 자료 수를 상위노드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상위노드 최소 자료

수의 약 33%를 기준으로 하위노드의 최소 자료 수를 설정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구축되는 의사결정나무를 통해 전체의 약 4%까지도 판별해

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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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변수

의사결정나무를 구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변수는 크게

결과변수와 예측변수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주요 변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교차분석에서는 장애유형과 장애

등급을 변수로 투입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유형은 지적장애=1, 지체장애

=2, 뇌병변=3, 시각장애=4, 청각장애=5, 건강장애=6, 정신장애=7, 자폐=8,

간질=9, 기타=9, 중복장애=10로 구분하였으며, 장애등급의 경우 1급=1, 2

급=2, 3급=3, 4급=4, 5급=5, 6급=6으로 데이터를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의사결정나무를 구축하기 위하여, 결과변수(종속변수)로 수

집된 데이터 중 현재의 직업 배치상태(일반고용, 지원고용, 보호고용, 복

지서비스 대상자)를 투입하였다. 이를 위해 직업적 장애개념에 의한 기

준인 3개의 등급(직업적 경증장애, 직업적 중증장애, 복지서비스 대상자)

에 의거하여, 일반고용 대상자는 직업적 경증장애로, 지원고용과 보호고

용 대상자는 직업적 중증장애, 그리고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일반고용(직업적 경증장애)=1, 지

원고용 및 보호고용(직업적 중증장애)=2, 복지서비스 대상자(복지서비스

대상자)=3으로 구성하였다.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각 하위영역에 따른 예측변수를 구축하

기에 앞서, 연구 대상자들에 대한 직업적 장애 등급의 판정은 다음과 같

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먼저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각 작업

기능, 인지·문제해결기능, 신체·자립기능의 하위영역별 점수를 구한 후,

서로 다른 하위영역별 총점을 고려하여 각각의 하위영역별 총점을 『직

업기능스크리닝검사』메뉴얼의 전체규준에 제시된 표준점수(T점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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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분석 주요변수

변수 변수명 변수의 측정

교차분석

활용 변

수

장애유형

지적장애 =1

지체장애 =2
뇌병변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5
건강장애 =6
정신장애 =7
자폐 =8
간질 =9

기타 =9
중복장애 =10

장애등급
1급 =1

2급 =2

<표 Ⅲ-1> 주요 변수 세부내용

환산하였다. 다음으로 산출된 세 개의 하위영역별 T점수를 합산한 후 직

업적 장애에 대한 T점수 분포표에 따라 다시 T점수로 재환산하였다. 이

렇게 나온 최종 합산하여 환산된 T점수를 이용하여 35점 이하는 복지서

비스 대상자로, 36점에서 48점은 직업적 중증장애인으로, 그리고 49점 이

상은 직업적 경증장애인으로 판정하여 제시하였다.

주요 예측변수에는 작업기능, 인지·문제해결기능, 신체·자립기능의 세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각각의 문항(작업기능 7문항,

인지·문제해결기능 6문항, 신체·자립기능 7문항)들을 작업기능, 인지·문제

해결기능, 신체·자립기능의 세 하위영역에 따라 분류한 뒤 각 하위영역

별 원점수의 총점을 계산한 후, 이렇게 산출된 세 하위영역의 총점을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메뉴얼의 전체규준에 따라 각각의 T점수로 환

산하였다. 이렇게 환산된 작업기능, 인지·문제해결기능, 신체·자립기능의

세 하위영역의 T점수가 주요 예측변수로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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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3

4급 =4
5급 =5

의사결정나무 주요변수

변수 변수명 변수의 측정

결과변수
현재

배치상태

일반고용(직업적

경증장애)
=1

지원고용, 보호

고용(직업적 중

증장애)

=2

복지서비스 대상

자(복지서비스

대상자)

=3

예측변수

『직업기능스

크리닝검사』

하위영역

작업기능 T점수

인지·문제해결기

능
T점수

신체·자립기능 T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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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항목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220 32.4

여성 456 67.1

무응답(결측치) 4 0.6

전체 680 100

연령

10대 178 26.2

20대 328 48.2

30대 84 12.5

40대 37 5.4

50대 이상 37 5.4

무응답(결측치) 16 2.4

전체 680 100

학력

무학력 2 0.3

초등학교 졸업 6 0.9

중학교 졸업 234 34.4

고등학교 졸업 370 54.4

<표 Ⅳ-1> 연구대상자의 기본 특성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기본 특성

본 연구에서는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작업기능, 인지·문제해결

기능, 신체·자립기능의 세 하위영역의 예측변수들을 투입하여, 직업적 장

애기준인 직업적 경증장애, 직업적 중증장애 및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가

장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하위영역들의 알고리즘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전체 연구대상자의 개인적인 기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Ⅳ-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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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졸업 53 7.8

석사 졸업 3 0.4
박사 졸업 0 0
기타 1 0.1

무응답(결측치) 11 1.6
전체 680 100

장애유형

지적장애 234 34.4

지체장애 114 16.8

뇌병변 48 7.1

시각장애 81 11.9

청각장애 105 15.4

건강장애 4 0.6

정신장애 49 7.2

자폐 23 3.4

간질 14 2.1

중복장애 8 1.2

무응답(결측치) 0 0

전체 680 100

장애등급

1급 177 26

2급 235 34.6

3급 183 27.1

4급 35 5.1

5급 23 3.4

6급 26 3.8

무응답(결측치) 0 0

전체 680 100

보조기기

사용여부

보조기기 없음 474 69.7

보조기기 사용 169 24.9

무응답(결측치) 37 5.4

전체 680 100

전체 연구대상자는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를 받은 1000여명의 한

국 장애인 고용공단의 각 지역별 지사 및 장애인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으며 현재 또는 향후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

그리고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부와 전공과의 장애학생이다.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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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지 미회수자 및 무응답자를 제외한 680명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적인

기본 특성을 확인하였다. 680명의 연구 대상자 중 남성은 약 32.4%, 그

리고 여성은 67.1%의 성별분포를 보였으며, 연령은 10대가 26.2%, 20대

가 48.2%, 30대가 12.4%, 40대가 5.4%, 그리고 50대 이상이 5.4%로 나타

나,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30대 이상보다는 10대와 20대에서 높은

분포로 구성되어 있었다. 학력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자는 약 1%, 중학교

졸업이 34.4%,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이 54.4%로 나타났으며 고등교육

이상의 고학력자는 약 8.2%에 불과하였다. 장애와 관련된 특성을 보면

지적장애 34.4%, 지체장애 16.8%, 그리고 청각장애와 시각장애가 각각

15.4%와 11.9% 순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장애등급에서는 의학적 기준

에서 경증장애로 판정되는 4-6급에 비해 1-3급 장애인이 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장애 관련 보조기기 사용

여부를 살펴보면,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69.7%

로 나타났으며,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4.9%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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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전체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직

업

적

장

애

직

업

적

경

증

장

애

빈도 89 154 153 37 23 28 484

직업적장애

중 %
18.4 31.8 31.6 7.6 4.8 5.8 100.0

장애등급

중 %
49.4 62.6 77.3 97.4 100.0 100.0 67.9

전체 % 12.5 21.6 77.3 97.4 100.0 100.0 67.9

직

업

적

중

증

장

애

빈도 39 68 42 1 0 0 150

직업적장애

중 %
26.0 45.3 28.0 .7 .0 .0 100.0

21.0.0.02.621.227.621.7
장애등급

중 %

21.0.0.0.15.99.55.5전체 %

복 빈도 52 24 3 0 0 0 79

<표 Ⅳ-2> 직업적 장애기준 및 의학적 장애등급의 교차분석(빈도, %)

2. 교차분석을 통한 직업적 장애 기준과 장애 등급의

분류의 차이 탐색 결과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직업적 장애기준에 따른 직업적 장애 등

급 분류와 현행 시행되고 있는 의학적 기준에 따른 장애 등급 분류의 차

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의 <표 Ⅳ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직업적 장애 기준에 따른 분류와 현행 의학

적 기준의 장애 등급 분류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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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서

비

스

대

상

자

직업적장애

중 %
65.8 30.4 3.8 .0 .0 .0 100.0

장애등급

중 %
28.9 9.8 1.5 .0 .0 .0 11.1

전체 % 7.3 3.4 .4 .0 .0 .0 11.1

전체

빈도 180 246 198 38 23 28 713

직업적장애

중 %
25.2 34.5 27.8 5.3 3.2 3.9 100.0

장애등급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 25.2 34.5 27.8 5.3 3.2 3.9 100.0

먼저,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결과에 따라 직업적 경증장애로 분류

된 대상자들의 장애등급을 살펴보면, 의학적 기준에서 중증 장애인으로

판정되는 1급과 2급 장애인의 비율이 각각 18.4%와 31.8%로 나타났다.

지체장애, 시·청각 장애 등의 장애유형에 따라 의학적 기준에서 경증 혹

은 중증으로 상이하게 판정되는 3급 장애인의 비율은 31.6%로 확인되었

으며, 의학적 기준에서 경증장애로 판별되는 4-6급의 비율은 각각 7.6%,

4.8%, 그리고 5.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업적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의 장애등급을 확인

해보았을 때 1급과 2급 장애인들의 비율은 각각 26%와 45.3%로 분석되

었으며, 3급 장애인의 경우는 28%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급 장

애인은 0.7%로 미미하게 나타났고 그 외 의학적 기준에서 경증장애로

분류되는 5-6급 장애인들의 비율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복지서비스대상자의 경우 1급 장애인의 비율이 65.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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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되었으며, 2급 장애인의 비율은 30.4%로 확

인되었다. 3급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1.5%만이 복지서비스대상자의 범주

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등급별로도 살펴보면, 장애의 정도가 가장 심한 1급 장애인의 절

반정도가 직업적 경증장애인으로 판정되었고, 나머지 21.7%는 직업적 중

증장애인으로, 28.9%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각각 판별되었다. 2급 장애

인의 경우에는 1급 장애인의 비율보다 약 13% 정도가 많은 62.6%가 직

업적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되었고 27.6%와 9.8%가 각각 직업적 중증장애

인 및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판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급 장애인의 경

우, 1.5%만이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확인되었고, 21.2%는 직업적 중증장

애인인 것으로, 나머지 77.3%의 3급 장애인은 직업적 경증장애인에 해당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4급 장애인의 경우에도 직업적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받은

1명을 제외한 97.4%의 대상자가 직업적 경증장애 대상자로 분석되었다.

또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받은 5급과 6급의 경우 직

업적 중증장애인이나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판정받은 장애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5급과 6급 장애인 모두 직업적 경증장애인으로서 판정받

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의학적 기준에 의해 경증장애로 분류되는

4-6급의 거의 모든 장애인이 직업적 경증장애인으로 판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학적 경증장애로 분류되는 4-6급의 경우 0.7%를 제외한

99%이상이 직업적 경증장애에 해당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높은 상관

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3급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판별

함에 있어서, 직업적 장애기준과 의학적 장애기준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

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직업적 경증장애인으로 판정받은 대상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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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0.2%가 의학적 기준에서는 중증장애로 분류되는 1-2급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직업적 장애등급에 따른 근로능력에 대한 판

정과 의학적 기준의 장애등급에 따른 판정은 4급-6급 장애인의 판정에

있어서는 높은 일치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1-3급의

장애인의 경우 과반수이상의 대상자가 직업적 경증장애로 분류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비록 의학적 기준에 따른 장애등급의 판정에서는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각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근로능력에

따른 장애 정도의 판정에서는 직업적 경증장애로 판정되는 비율이 상당

수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통한 핵심 하위영역 분석 결과

1)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핵심 하위영역 의사결정나무

<그림 Ⅳ-1>은 직업적 장애 기준에 의한 분류를 가장 타당하게 하는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핵심 하위영역을 확인하기 위해 최종 구축

된 의사결정나무 구조이다. CHAID 알고리즘에 의한 분석 결과 본 연구

에서 구축된 의사결정나무의 오분류율은 28%로 나타났으며, 교차타당성

의 오분류율은 29.6%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의사결정나무의 분류 정

확성은 72%(1-0.28=0.72)이며, 오분류 자체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표준오

차의 경우 0.017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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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하위영역 의사결정나무



- 39 -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 직업적 경증장애와 직업적 중증장애 및 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분류하는 가장 결정적인 핵심변인 하위영역은 작업기능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두 번째 핵심 변인 하위영역은 신체·자립기

능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지·문제해결기능영역의 경우에

는 상위 노드의 점수 범위에 따라 예측인자로서의 기능여부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복지서비스 대상자와 직업적 중증장애인을

가장 극명하게 분류하는 절단점수(cut-off score)는 작업기능 영역의 32

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업기능 점수가 32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직

업적 경증장애로 분류된 2.9%와 직업적 중증장애로 분류된 38.6%를 제

외한 58.6%가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판별되었다. 다시 말해 작업기능에서

32점 이하를 받을 경우 복지서비스 대상자일 가능성이 58.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작업기능 점수가 32점 이하인 동시에 신체·자립기능

점수에서도 34점 이하를 받을 경우에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77.3%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이와 같은 두 점수 영역

에 속하면서 문제해결기능 점수가 33점 이하일 경우에는 복지서비스 대

상자로 판별될 가능성이 85.7%인 것으로 나타나, 예측력이 보다 향상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작업기능 영역의 점수가 32점 이하인 동시에 신체·자립기능의

점수가 34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업적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된 경우가

73.1%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첫 노드에서 분류가 일어난 것과 같이

작업기능 영역의 32점이 일차적으로 복지서비스 대상자와 직업적 중증장

애를 구분하는 절단 점수이며, 32점 이하의 작업기능 영역의 점수인 동

시에 34점을 초과하는 신체·자립기능 영역의 점수인 경우 또한 복지서비

스 대상자와 직업적 중증장애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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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작업기능이 32점에서 49점에 해당되는 경우 복지서비스 대

상자와 직업적 중증장애인을 판정하는 핵심변인으로서 신체·자립기능 점

수가 유의하게 기능하였는데, 신체·자립기능 점수가 34점을 초과할 경우

직업적 중증장애로 판정받을 확률이 약 8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사 대상자의 작업기능 점수가 49점에서 54점의 범위에 위치하는 경우

에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일 확률은 1.7%에 불과하며, 직업적 경증장애와

직업적 중증장애가 각각 28%와 70.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작업기능 영역의 점수가 54점에서 58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적

중증장애와 직업적 경증장애의 여부의 판별에 초점을 두는 분류가 일어

나게 된다. 즉, 노드 4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4.7%에 불과한 반면 직업적 경증장애와 직업적 중증장애는 각각

44.2%와 51.2%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범

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들 중 신체·자립기능 점수가 51점 이하일 경우

70.8%가 직업적 중증장애로 판정되는 반면, 51점을 초과하는 경우

50.5%가 직업적 경증장애로 판정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축한 의사결정나무에 따르면, 직업적 중증장애와 직업적 경증장애

를 분명하게 분류하는 절단점수는 작업기능 점수 58점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작업기능 점수가 58점을 초과한 대상자 중 복지서비스 대상자

로 예측되는 경우는 0.6%, 그리고 직업적 중증장애로 예측되는 경우는

20.6%로 나타난 반면, 직업적 경증장애에 해당되는 경우는 78.8%인 것

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작업기능 점수가 58점을 초과하게 되면 전

체 직업적 경증장애대상자 250명 중 126명, 즉 약 절반 이상이 직업적

경증장애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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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집단
Node

Node Resp Gain

(%)

Index

(%)N % N %

직업적

경증

장애

5 160 23.6 126 50.4 78.8 213.9

11 105 15.5 53 21.2 50.5 137.1

직업적

중증

장애

9 184 27.1 150 41.2 81.5 152.1

7 26 3.8 19 5.2 73.1 136.3

10 24 3.5 17 4.7 70.8 132.1

3 118 17.4 83 22.8 70.3 131.2

복지

서비스

대상자

12 35 5.2 30 46.2 85.7 895.4

13 9 1.3 4 6.2 44.4 464.3

8 18 2.7 6 9.2 33.3 348.2

<표 Ⅳ-3> 각 집단별 정보 이익 요약표

이상의 CHAID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것과 같이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의 작업기능 영역이 가장 유의한 예측변인으로서 분석되었고, 차

례로 신체·자립기능이 순차적인 예측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인지·문제해

결기능 영역의 경우 작업기능 영역 및 신체·자립기능의 특정 점수 범위

에서만 예측변인으로서 기능하였다.

2) 각 집단별 의사결정나무의 하위영역 점수 분석

본 연구에서 구축된 의사결정나무에 의해 분류된 직업적 경증장애,

직업적 중증장애 및 복지서비스 대상자 집단에 대한 정보 이익 요약표를

각각 도출한 후, 다른 노드의 집단과 비교했을 때 각 집단에 대한 높은

예측율을 보이는 노드의 정보 이익 요약표를 제시하면 <표 Ⅳ-3>와 같

다. 다음의 정보 이익 요약표를 통해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세 하

위영역에 의한 분류에 따른 결과변수의 분포에 대한 정보와 각 노드의

병합과 쪼개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42 -

7 26 3.8 7 10.8 26.9 281.2

Node : <그림 Ⅳ-1>에서 제시된 의사결정나무의 각 집단 번호

Node(N): 해당노드의 사례수

Node(%): 전체 사례수 대비 해당노드의 사례수

Resp(N): 해당노드의 대상집단의 사례수

Resp(%): 대상집단의 전체 사례수 대비 해당노드의 대상집단의 사례수

Gain(%): Resp(N)÷ Node(N)×100

Index(%): Resp(%)÷ Node(%)×100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세 하위영역의

점수에 따라 분류된 직업적 경증장애, 직업적 중증장애 및 복지서비스대

상자를 구분하는 비율이 높은 각각의 2-4개의 노드에 대한 구체적인 집

단별 분류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대상집단: 직업적 경증장애 [Node# 5, 11]

<그림 Ⅳ-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직업적 장애기준 중 직업적 경

증장애 예측에 대한 각 노드 및 변수의 특성은 노드 5와 노드 11에 가장

잘 나타나있다. 직업적 경증장애로 분류된 집단들의 점수 특성을 살펴보

면, 작업기능 영역의 표준점수가 58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거나, 작업

기능 점수가 54점에서 58점 범위이고 신체·자립기능 점수가 51점을 초과

하는 경우에 직업적 경증장애로 분류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2) 대상집단: 직업적 중증장애 [Node# 9, 7, 10, 3]

노드 9, 노드 7, 노드 10, 그리고 노드 3에서는『직업기능스크리닝검

사』의 세 하위영역의 점수에 따라 직업적 중증장애 집단으로 분류될 가

능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노드에 해당하는 직업적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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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집단의 하위영역의 예측 점수를 살펴보면, 작업기능 점수가 32점에

서 49점에 위치하며 신체·자립기능점수가 34점 이상인 경우, 또는 작업

기능 점수가 32점 이하이고 신체·자립기능 점수가 34점 이상인 경우 직

업적 중증장애로 예측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또한 작업기능 점수가

54점에서 58점 사이이고 신체·자립기능점수가 51점 이하를 받은 대상자

인 경우와 작업기능 영역의 점수가 49점에서 54점을 받은 경우에도 직업

적 중증장애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대상집단: 복지서비스 대상자 [Node# 12, 13, 8, 7]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가장 잘 예측하는 노드는 각각 노드 12, 노드

13, 노드 8, 그리고 노드 7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분류된 집단들의 점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작업기능 표준점수에서

32점 이하를 기록하면서 신체·자립기능점수가 34점 이하임과 동시에 인

지·문제해결기능 점수가 33점 이하인 경우 및 인지·문제해결기능 점수가

33점 이상인 경우 모두가 복지서비스대상자로 예측됨을 알 수 있다. 또

한 32점과 49점 사이의 작업기능 점수를 받음과 동시에 신체·자립기능

점수에서 34점 이하를 기록할 경우와 작업기능 점수 32점 이하이며 신

체·자립기능점수가 34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예측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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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결정나무를 통한 순차적 판별 체계 구축 결과

본 연구에서는 직업적 장애기준에 따른 직업적 경증장애, 직업적 중

증장애,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가장 잘 선별해내는 하위영역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효율적이고 간

명한 순차적 판별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의 <그림 Ⅳ-2>는 연구

를 통해 구축한 순차적 판별 체계이다.

먼저, 고용을 원하는 장애인이 직업평가사에게 의뢰가 되면, 직업평가

사는 먼저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총점과 함께 작업

기능영역, 신체·자립기능영역 및 인지·문제해결기능영역의 각 하위영역별

표준점수를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표준 점수 중 작업기능 영역의 점

수를 가장 먼저 확인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 직업적 중증장애인, 그리고

직업적 경증장애인을 판정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판정하는 기

준의 경우, 작업기능 점수의 표준점수 32점 이하(원점수 13점 이하)를 받

은 동시에 신체·자립기능점수가 34점 이하(원점수 19점 이하)인 대상자

는 일차적으로 복지서비스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이와 같은 두 점수 범위에 있으면서 인지·문제해결기능 점수가 33점 이

하(원점수 11점 이하)일 경우에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정할 수 있다. 인지·문제해결기능 점수가 33점 초과(원점수 12

점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기능 영역의 점수에 기초했을 때 일차적으로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으나 직업적 중증장애인의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는 어려우니 보다 정확한 판정이 요구된다. 한편, 작업기능 점수

의 표준점수 32점 이하(원점수 13점 이하)이면서 신체·자립기능점수가

34점 이상(원점수 20점이상)인 대상자는 직업적 중증장애인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



- 45 -

다음으로, 작업기능 영역에서 32점에서 49점 사이의 점수(원점수 14

점~27점)를 받은 동시에 신체·자립기능 점수가 34점을 초과(원점수 20점

이상)하는 대상자는 직업적 중증장애로 판정할 수 있으며, 신체·자립기능

점수가 34점 이하(원점수 19점 이하)일 경우에는 본 점수만으로 직업적

장애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대상자의 작업기능

영역의 점수가 49점에서 54점 사이(원점수 27점~33점)에 위치하는 경우

에는 직업적 중증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또, 작업기능 영역의 점수가 54

점에서 58점 사이(원점수 31점~34점)이면서 신체·자립기능 점수가 51점

이하(원점수 31점 이하)인 경우 직업적 중증장애인일 가능성이 높으며,

신체·자립기능 점수가 51점을 넘는(원점수 32점 이상) 경우에는 복지서

비스 대상자로 보기는 어려우나 직업적 경증장애와 직업적 중증장애 여

부의 판정에 있어 본 결과만으로는 정확한 판정이 어려울 수 있다. 마지

막으로, 작업기능 점수가 58점(원점수 34점 이상)을 넘는 경우에는 직업

적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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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순차적 판별 체계 구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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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1. 연구의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선별검사

인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를 분석하여, 직업적 장애 기준에 의거한

의사결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의사결정모형을 구축하였다. 이

를 통해 적절한 직업재활서비스 및 전환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과학적이고 효율적

인 판단을 촉진하는 순차적 판별 체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직업

기능스크리닝검사』의 직업적 장애 기준에 따른 분류와 의학적 기준의

장애 등급에 따른 분류에는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직

업적 장애 등급인 직업적 경증장애, 직업적 중증장애, 그리고 복지서비스

대상자와 1-6급의 의학적 장애등급 간의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직업적 경증장애와 직업적 중증장애 및 복지서비스대상자를 구분하는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핵심 하위영역은 무엇이며 각각의 분류 절

단점(cut-off score)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데이터

마이닝기법 중 하나인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

막으로, 본 연구에서 최종 설정된 의사결정나무를 바탕으로 직업적 경증

장애 혹은 직업적 중증장애 여부를 분류 및 진단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타당한 순차적 판별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상의 연구문제에 따라 먼저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직업적 장

애 기준에 따른 분류와 의학적 기준의 장애 등급에 따른 분류에는 차이

가 있는가를 확인한 결과, 직업적 경증장애로 분류된 연구 대상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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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보면 과반수가 1-3급 장애인이었고 그 외 4-6급 장애인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였다. 또 직업적 중증장애로 판정된 대상자들의 비율을 살

펴보면 2급 장애인이 과반수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 외에는 1급과 3

급 장애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1급과 2급 장애인이 95% 이상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직업적 장애기준에 따른 판정과 의학적 기준의 장애등급에 따른

판정은 직업적 중증장애와 복지서비스 대상에 대한 판정에 있어서는 상

당히 높은 일치 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직업적 경증장애와

장애등급 간의 판정의 일치정도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의사결정나무를 구축하여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핵

심 하위영역은 무엇이며 분류 절단점수가 어떻게 형성되는 지 확인한 결

과, 작업기능 영역이 가장 결정적인 분류를 수행하는 핵심 하위영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신체·자립기능영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한 작업기능 영역의 표준점수 32점과 58점이 각각 복지서비스대상자와

직업적 중증장애인, 그리고 직업적 중증장애인과 직업적 경증장애인을

명확히 분류하는 절단점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작업기능 영역의 표준

점수가 32점과 58점 사이인 경우에는 신체·자립기능 점수에 따라서 복지

서비스대상자와 직업적 중증장애인, 직업적 중증장애인과 직업적 경증장

애인이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업기능 영역의 표준점수 32점

이하이면서 신체·자립기능 점수가 34점 이하인 범위 내에서는, 인지·문제

해결기능 영역의 점수가 분류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구축된 의사결정나무에서 확인된 핵심 하위영역과 절단점수를 토

대로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직업적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순차적

판별 체계를 제시하였다.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논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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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첫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한 직업적 장애정도

의 판정과 의학적 기준을 근거로 한 장애등급의 판정의 일치도는 어느

정도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직업적 중증장애인과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분류된 대상자들의 경우 0.7%를 제외한 약 99%가 1-3급 장애

인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의학적 장애등급에서 4-6급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낮다고 보는 직업적 중증장애나 근로능력이 현저하

게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적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의

장애등급을 분석해보면, 의학적 장애 등급에서는 중증인 1-2급 장애인으

로 판정된 대상자들이 과반수를 초과하는 것을 보았을 때, 직업적 장애

와 장애등급의 일치 정도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분석된다.

따라서 이는 결국 의학적 기준에만 의거한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평

가는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학

적 기준과 더불어 근로능력을 근거로 한 직업적 장애 등급 판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직업적 경증장애로 분류된 대상자 중

의학적 장애판정에서는 중증이었던 1-2급 장애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는 것으로 보아 의학적으로는 중증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및 직업 활동에

필요한 근로능력을 충분히 보유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는 비록 아동기 혹은 오래 전 중증의 장애등급을 판정받았지만, 충분한

특수교육 및 전환교육의 효과로 개인이 가진 심각한 장애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스스로에게 적합한 근로능력을 발달시켰다고도 해석할 수 있으

며, 따라서 이는 직업과 관련한 교육의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분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볼 때, 이는 적절한 교육적ㆍ사회적 지원이

제공된다면 장애를 극복하고 개개인이 지닌 근로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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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 자아실현을 극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더 나

아가 이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

가 된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구축된 의사결정나무 및 이를 바탕으로 구성한 순차적 판

별체계를 분석해보면,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작업기능 영역, 신체·

자립기능 영역 및 인지·문제해결기능 영역의 세 하위영역 중 작업기능

영역이 직업적 장애 등급을 판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예측변인임을 확

인하였다. 이는 작업기능 영역이 ‘작업기술 익히기’, ‘작업동기 유지하기’,

‘작업 전(후) 준비하기’, ‘협력행동 수행하기’, ‘사회 규칙 지키기’, ‘지시

이해하기’,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의 7개 문항으로 구성됨에 따라, 직업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능력들을 측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가

능하다. 또한 이는 작업기능 영역이 장애인의 직업기능을 가장 잘 대표

하며 측정학적으로도 작업기능 영역이 세 하위영역 중 직업수준을 가장

잘 변별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직업적 장애기준 개발 연구

(2012)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결과 산출 방법이 다소 복잡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본 연구 결과는 작업기능 영역의 점수만으로도

극명하게 나타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와 직업적 경증장애인의 판별이 가

능함을 시사하며, 결과적으로 검사 결과 해석에 간편성을 도모할 수 있

도록 한다. 즉, 직업평가사는 의뢰된 장애인에 대해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한 후 작업기능 영역의 점수에 우선적으로 가장

비중을 두고 결과를 해석하고 고용배치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

다. 특히 검사대상자의 작업기능 영역 표준점수가 32점 이하, 즉 원점수

13점 이하로 나타나거나, 작업기능 영역 표준점수 58점 초과(원점수 34

점 이상)로 확인될 경우에는 기타 신체·자립기능 영역 및 인지·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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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영역의 점수를 고려하기에 앞서 각각 복지서비스 대상자와 직업적

경증장애인으로서 판정해도 무방하다.

이어서, 작업기능 영역의 표준점수가 32점 이하(원점수 13점)이거나,

또는 32점을 넘고(원점수 13점) 49점(원점수 28점)미만인 대상자의 경우

에는 인지·문제해결기능 영역보다 신체·자립기능 영역의 점수가 유의한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문제해결기능은 문제를 정확하게 인

식하는 능력과 효율적인 지적 조작능력 및 합리적인 문제해결능력의 정

도를 평가하기 위해 ‘요구하기’, ‘장애 인식하기’, ‘정보 활용하기(정보 활

용능력)’, ‘문제 인식하기’, ‘읽기’, 그리고 ‘대인관계 유지하기(대인관계)’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신체ㆍ자립기능 영역은 일상생활에서 독

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매우 기본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 영역으로서 ‘건강 관리하기’, ‘신변(청결) 관리하기’, ‘용모(복

장) 관리하기’, ‘식사하기’, ‘이동하기’, ‘손 기능 사용하기(손 기능)’, 및 ‘작

업 지속하기(지구력)’의 7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각 하위영역들이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내용들을 고려해볼

때, 본 연구결과는 인지적이고 고차적인 능력의 평가에 중점을 두는 인

지·문제해결기능 영역보다는, 직업 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신체·자립기능 영역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요소임을 반영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한편, 이상의 연구결과는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의 점수 산출 방

법을 지지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는 직업적 장애 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검사점수의 단순 총점을 근

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 하위영역별 점수의 합산을 통해 판정하고 있

다. 이러한 판정 방법을 채택한 이유로는 세 하위영역의 합산점수만을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장애유형과 정도 등으로 인해 각 하위영역별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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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날 수 있는 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음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차적 판별 체계를 활용하여 각 하위영역별 점수의

분포를 좀 더 심도깊이 고려한다면, 각 하위영역이 주는 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와 설명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판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다음과 같은 제한점들을 염두에 두어

야 한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의 편포

및 장애관련 특성의 편포에 유의해야 한다.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

성의 편포를 보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각각 약 33%와 66%를 차지하

고 있는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장애 관련 특성에 있어 장애등급이 1-3급

장애인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유형 또한 지적장애, 지체장애가

과반수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는 데이터 마이

닝 기법 중 하나인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사용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데

이터 마이닝 기법은 자료에 의존하여 현상을 해석하기 때문에, 자료가

현실 상황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할 경우에 일반화할 수 있

는 모형을 구축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자들이

인구학적 특성의 편포 및 장애관련 특성의 편포를 보이기 때문에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며, 해석상의 주의를 기울여

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 수에 유의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데이

터 마이닝 기법은 대량의 자료로부터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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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상 등을 분석해내는 방법으로서, 기법을 사용함에 앞서 방대한 양

의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000여명의 장애인을 대

상으로 연구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최종으로 약 680여명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연구에서 최종 대상이 된 680여명의 자료가 적은 수라고는

할 수 없으나, 보다 많은 수의 자료를 확보하여 연구를 시행한다면 좀

더 타당하고 일반화 가능한 모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활용한

프로그램은 SPSS Classification Tree Program 18.0으로, 이 통계 프로

그램은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다소 간편하고 단

순한 분석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Answer tree, SAS Enterprise Miner

혹은 데이터 마이닝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그 외의 프로그램 등 다른 통

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수행한다면, 좀 더 정교하

고 정확한 분석과 모형 간의 비교가 가능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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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 전체 규준

작업기능 인지문제해결기능 신체자립기능

원점수 t점수 % 원점수 t점수 % 원점수 t점수 %

6 이하 26 1

7 이하 24 1 7 27 1 7 이하 15 1

8 25 1 8 29 2 8 16 1

9 26 1 9 30 3 9 18 1

10 28 2 10 32 4 10 19 1

11 29 2 11 33 4 11 21 1

12 30 3 12 34 6 12 22 1

13 32 4 13 36 8 13 24 1

14 33 4 14 37 10 14 25 1

15 34 6 15 39 14 15 27 1

16 35 7 16 40 17 16 28 2

17 37 10 17 41 19 17 30 3

18 38 12 18 43 24 18 31 3

19 39 14 19 44 28 19 33 4

20 40 17 20 46 35 20 35 7

21 42 21 21 47 39 21 36 8

22 43 24 22 49 45 22 38 12

23 44 28 23 50 50 23 39 14

24 45 31 24 51 51 24 41 19

25 47 39 25 53 62 25 42 21

26 48 42 26 54 66 26 44 28

27 49 45 27 56 73 27 45 31

28 50 50 28 57 76 28 47 39

29 52 58 29 58 79 29 48 42

30 53 62 30 60 84 30 50 50

31 54 66 31 51 53

32 55 70 32 53 62

33 57 76 33 54 66

34 58 79 34 56 73

35 59 82 35 57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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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검사지는 귀하께서 장애로 인해 직업생활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 지를 알아보

고자 실시합니다. 각 문항과 문항내용을 살펴보신 후 본인에게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응답 내용은 고용지원 정보를 수집하는 연구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 주관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노동부

      연구자: 김동일(서울대학교), 박희찬(가톨릭대학교), 홍성두(대전대학교)

*참여자 인적사항:  본인 직접 작성(      )/대리 작성(본인과의 관계:           )

▫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장애유형:                                        

▫장애등급:                                        

▫검사일자:                                        

▫성    별:       여자 □        남자 □

▫학    력: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조기기 

  없음□   

  있음□ (보조기기 이름: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여부: 예□  아니오□ 

단계 내     용

➀ 장애로 인하여 해당 기능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제한을 받는 경우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경우

➁ 장애로 인하여 해당 기능 수행에 수시로 제한을 받는 경우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대부분 필요한 경우

➂ 장애로 인하여 해당 기능 수행에 가끔 제한을 받는 경우로, 다른 사람의 도

움이 간헐적(때때로)으로 필요한 경우

부록 2『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

직업기능 검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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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장애로 인하여 해당 기능 수행에 드물게 제한을 받는 경우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약간 필요한 경우

➄ 장애로 인하여 해당 기능 수행에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로, 다른 사람

의 도움이 거의 필요 없는 경우

건강관리

자기의 장애상태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음식 섭취와 체중조절

을 하며, 장애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규칙적인 약을 복용하고 의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단계:  ① □        ② □        ③ □        ④ □        ⑤ □  

신변(청결)관

리

자기 스스로 화장실(대소변)을 사용하고 뒤처리를 할 수 있으며, 손발 

등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

단계:  ① □        ② □        ③ □        ④ □        ⑤ □  

용모(복장)관

리

자기 스스로 상황ㆍ환경ㆍ계절ㆍ 변화에 맞추어 용모(두발ㆍ복장)을 
갖추며, 이에 적절한 상의ㆍ하의ㆍ신발 등을 입고 벗을 수 있다.
단계:  ① □        ② □        ③ □        ④ □        ⑤ □  

식사하기
자신이 지닌 기능을 활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음식과 음료를 입으로 
이동시키고 이를 섭취할 수 있다.
단계:  ① □        ② □        ③ □        ④ □        ⑤ □  

이동하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활용하여(휠체어, 목발 등 보조기기 포함), 
현재 장소에서 다른 장소(층간 이동 포함)로 옮겨 갈 수 있다.
단계:  ① □        ② □        ③ □        ④ □        ⑤ □ 

손 기능
자신의 한 손 또는 양손을 사용하여 물건을 다루고, 집고, 조작하고, 
풀어놓을 수 있다.
단계:  ① □        ② □        ③ □        ④ □        ⑤ □ 

지구력
자신이 지닌 기능들을 사용하여 일정시간 이상(2시간 이상) 간단한 작
업이나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
단계:  ① □        ② □        ③ □        ④ □        ⑤ □ 

각 문항과 문항내용을 살펴보신 후 본인에게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

니다.

[신체·자립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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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기
단순한 질문을 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계:  ① □        ② □        ③ □        ④ □        ⑤ □ 

장애

인식하기

자신의 장애로 인한 제약을 받아들여 주변의 지원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

단계: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보

활용능력

직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주변 환경으로부터 파악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단계:  ① □        ② □        ③ □        ④ □        ⑤ □ 

문제

인식하기

직무 처리 중 발생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개선방향을 찾을 수 있다.

단계:  ① □        ② □        ③ □        ④ □        ⑤ □ 

읽기
직업 활동에 필요한 간단한 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단계:  ① □        ② □        ③ □        ④ □        ⑤ □ 

대인관계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적절한 양보ㆍ배려, 존중

을 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하게 타인들과 상호작용을 유지할 수 있다.

단계:  ① □        ② □        ③ □        ④ □        ⑤ □ 

작업기술 

자신의 작업에 필요한 문서, 규칙, 순서 등을 학습하고 기억하여 작업

과정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단계:  ① □        ② □        ③ □        ④ □        ⑤ □  

작업동기 

유지하기

자신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하고자 하는 욕구를 

유지할 수 있다.

단계:  ① □        ② □        ③ □        ④ □        ⑤ □  

작업 

전(후)준비

자신의 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시작 전에 필요한 도구들

을 준비하고, 작업 후에는 정해진 장소에 도구들을 정리할 수 있다.

단계:  ① □        ② □        ③ □        ④ □        ⑤ □  

협력행동

자신이 속한 공동체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역할을 맡아 힘을 합하여 도울 수 있다.

단계:  ① □        ② □        ③ □        ④ □        ⑤ □  

사회규칙
기본적인 도덕⁃ 규범⁃ 법규(어른공경 및 인사, 경어사용, 교통법규 등)
들을 알고 상황에 맞게 지킬 수 있다.
단계:  ① □        ② □        ③ □        ④ □        ⑤ □  

지시이해
자신에게 주어지는 지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시 수행을 위해 시간, 
사물 그리고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실행할 수 있다.
단계:  ① □        ② □        ③ □        ④ □        ⑤ □ 

대중교통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ㆍ지하철ㆍ택시 등의 운동

수단(자가용운전 포함)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단계:  ① □        ② □        ③ □        ④ □        ⑤ □ 

[작업기능]

[인지·문제해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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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Work-related Disability

Classification and Criteria for support

of 『Job Function Screening Test』

Yi, Haelin

Major in Special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need of the

criteria on the work-related disability and verify the appropriate

application pattern of 『Job Function Screening Test』(JFST) that is

assessment tool for measuring the workabili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was expected to give

answers to the questions as follow: First,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lassification of medical criteria and that of work-related

disability criteria? Second, what is the vital category of JFST in

order to verify the possibility of employment depending on the degree

of workability? Third, What is the best efficient pattern of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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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JFST? To conduct research questions above, JFST data of 679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collected and correlation analysis and

decision tree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to follow: First, the classification consistency between medical criteria

and work-related criteria was significantly related. Second, the

category of job function on JFST was the most significant category,

and the category of physical function and self-reliance abilities

ensued. Third, the best efficient pattern of categories on JFST was

created by the result of decision tree.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Job Function Screening Test, workability, decision tree,

work-related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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