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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챔Hþ)ses of this research 뺑re tφ investi율:ate hφrrB care rehabilitation services 
in rur al areas and to cφllect basic data about disabled l=Brsφ，ns necessary when f，φr 

carryin.g φut reha bilitahφn services. Respondents 핸힘r e selected frφm six φf a tφ，t3.l φf 

ei할lt tφ빼lShip; (I\쩌lon) and one to빼1 (Eup) in the ￦φnju ci영1 area. W，φ，nju is in 
Kan홉wφn Prφ，vince (Dφ). Of a tφtal φ，f 338 names prφ，vided by the I\쩌7φn φffices， 2.98 
persφns 빼당re located and inclu써ed re밟stered and non-registered persφns. Cφnditiφ，ns 

included stroke, spinal cord injury, and cerebral palsy in addition tφ disa bilities 
class표ied as fir st, secφnd or t비rd de훌ree， in the case φ，f re밟stered cases. Resþ)ndent 
demφgra며피c characteris tics, rrB dical characteris tic s, rehabili ta tion service needs, 
willin.gness to receive rehabilitaUφn service and individual φpiniφns re짧rdin홉 

rehabilitation services ￦ere 않lal짧 ed by fre때uency and percenta뿔. The results 빼re 

as follo빼: 

*본 면구는 1999년도 보켠복치부때셔 71원한 켠강릉펀연구사업헥 면구렬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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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ω1181100 ‘’I이ces lecelved ~ dlsaNed pe!“ 6애' .. ‘ oon ln lhe IInl ·…· ‘”이mdng W，。이u dty WeI’ -"’‘"‘atioo (,‘ 1.1">. diagnosis (36.5'‘) 
1’ ha~Hlallon ‘“.，~ 아이a‘ (7.6X). ‘x>잉 ... ωxe (1.1"\ lehal::ílltali:>n 
∞unselmg (3 Wo), VOC‘ "에 leha1::t씨tallon (J a씨 ”ι".‘1 leha1::t대tatioo (1.6'‘) " .. 
ho_‘!e~rι ”’이 ces (OS‘), The majollly 0’ lehaJ::j‘.'00 ‘”이어‘ ~ .... 며 
reha1::t뼈 써 .h><뼈 I잉 Cfjental rred:ldne b어뼈 

Z) Sixty ~nl “ght ]:elCenl CI lesIX:tl(!ems expessed IheIr wlDIngness to leceive 
home c&le I’‘uαlatloo 881vlces. Needs eJQ:fessed wel8 h냉1861 fOI medi‘j 
r8ba1::tHtallon (Z7α‘)， .이”“’'''' ‘ oclal as.sιω:.:e (J 9‘ };). medlcal examinalion 
(1 Z,‘ Yo), Jilyslclan-senerated d!빼~，‘ b ’‘ ",.. ‘tI!ng (Jl.~‘l ιxlopSythol。잉'" 
18hal::tHtallon (9.3'‘) 씨~，，，‘1 uha1::<Iltatloo (1 ß,t‘), ,‘ •• 에 HWlon engj‘.eJjng (SØ‘) 
educatlCCl매 rehaWlt뼈α1 (3.3"), and I‘ .usekeepng ‘l、llces (3.3:‘l 

3) Rehat‘”‘’‘。n servlce naeds ‘." ι:.aJyzed b’ ‘ w Illy classlllcatloo: 65.8" d 
l!ru degree, 62.7’‘ a ‘".∞ degree and 55 .6" 01 tlJ씨d degree dis at:tlity chssi‘ ation 
l여 52 끼 d oon-reglstered d!sa… ln:iivlduals Jesponded that 18m이ltalion seJviæ 
-~-ιy 

‘, "'ho아"‘η。n “"ι8 needs W1l18 aloo analyzed by dial'J}OSis: 6ZWo 이 stwke 
85 ,5" 01 irI'IPJtatloo, 60 ,0" 01 s~써 CCfd ln뻐y ‘ nd 52 ι 。， 。뼈rntic hain irl이” 
이spon:lents answered posll써" .‘t they _re "씨'" ι Jt!æIW J뻐이@ 
serv1ce 11 11 ’‘re 10 ~ rr O'l!òed , Al ha빼 ta1lon servke utilization data d disaNed 
j씨빼ι 뼈 ‘，，~ 띠 때 ιa“‘" m뺑"'，여 tæir rehatilitation 
r.e eds analyz“ 
"" 0“~ 외 ，""，πι.tion Cin bl us성 、νhm ccrnrnιr니앙tæed rehaω ‘ation 

α。.'뼈 ", 야ιg ιeηsons l!'얘 at home are r<anned ICf ff""isim oot 01 a 
"，.ι 1>외 th center 이 wl>o ιQπm 띠，ty-t‘>ed rehatilitat‘ n ‘",Ifare ι kv is 
tαπ이ε，~ 

K~ W이" α‘""" αoM찌 Hom> r.habilμ.Im “ ""‘ ,- .“" 
“ R 잉 .,. 
l 서를 

추잉 니잉의 징예 인 ‘지서비스는 주호 시 

잉에 4용시켜서 보'"는 깨녕으호 ‘;허져 
잉￡여 진써 강예 인구의 2,8% '!!이 4용시 

잉에서 보.~고 잉.. 나어지 972%의 

장예인응 ?냉에서 생g히고 잉디(보건‘지 ’ 1994), 19 Th년 .，보건기짜'H。이서는 
재u 엄&호 에는 장예인 인구에 비S에 

재g서비스. 강는 장예인응 Z ~ 3"'/.에 .과 

" 으호 서비스‘ 강는 애 JR，'<애인의 φ용 증 

가세기 써안 애인으호 지역사외중심 애g 

사엉(~씨omunity-oosed rehatilitatim: CBR) 

을 셰안에영다 지역사외중심애~사덩에서는 

지역의 l시 보건의.a원에 예안 지;적인 

교육~. 지 역사외의 기은지앤& 효꾀찍으호 

~용" 에 장예인이 완전에 지.'에 지역사 

외 내에 톨잉~ * 잉도‘ 지앤안다 이. 톰 

S에 장예인에 1 양길의 삶& 셰웅씨고 잉인 

인의 장예인에 예안 때도와 앵용의 연잉. 

기대 " 이 지역사외. ’‘전시잉 φ 잉도. 안 
〔순 깨녕이다 지역사외중앙"~사얼의 내용 

중에 중증 새JF앙예인& 예상으호 ?영잉운 

애~서비스‘ 시앤에는 것응 선운 새g 앙응 

딩이 우시호 이i 기정& 잉릉’1에 각종 치 

S오j 상당 간쇼 퉁& 셰용잉으호써 치효잉 

•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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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성 •• 여’k껴 g피a으호는 제기 웅층 
강예인의 쩌g이 지역시외에서 톨잉a인 쭈 

’‘g서 상@ 엉엠’'I.!<.~ 흩는 것이디“l용의 
1996; .li!.건‘지.， 2000; K씨1，. 199J) 
이외 g이 강빽인에 애인 서비스기 지억시 

•• 중싱으흐 앙앙이 전~되는 g 디릉 이 
유S는 경져성강밍 이.어 생 •• 웅의 잉상 

객 의” “ .. 인!tI 영E‘F엉의 연강 •• * 잉디 노인인구잉 옹기호 고’앙 닝.충 
당뇨잉 ~엉강애 등의 인성갱~의 6 용이 커 

졌으여 :"'.,\)2 산얼새애 등으효 인! 강 

얘기 i어나l 잉디'"깅‘지 • . ，잊‘) 이R 
~ 잉용잉 .징은 징예의 i유층이 오뻐 지 

속되 .. 찍엉 *에< .충~ 원깅기 .,‘’l 
여(깅신 ，*" 1992; Jelta, Zα);) ; M Carthy 
19 SZ), 기정~ 시외의 의" 1용 *덩이 기충 

흩띠반 것이 다 오안 •• 안 신얼익호 껑이 

‘여’얘. 되어 기'" 노인 딩옥씨얘기 증기에 
이 여성의 시외 잉여기 획이H입어 〉냉 내에 

서잉 ?얘구성엉입 시웅 간i 응에 얘안 보 

I 기능이 악외되고 잉디K슨충.;r. 1996 ) ‘~ 
잉E끼윈에서능 경잉 새%의 •• 만 슨견‘ 

위애 장기~자. 조기찍8 시켜 강기요앙시 

“호 선견시키허 에나 우리 나뻐는 노잉 사나 

장얘잉. ‘R안 강기요양시설이 ’‘”고 예 
}톨 도시지역에 연충되어 잉디 다튼 운애는 

요양시설 운영에 잉어 징 저 인 우용비용보다 

건. 건‘ 보@ 용의 응영비용 진S실시 
으호그앵 깨‘ 인익관리 등의 비용}앙] 크 

다는 것이대회연슨 등 1993 ) 또안 시‘에 

잉는 강예인i응 시외격 적웅익이 약외띤다 

옥 시잉 8써l의 사외 1 서는 적웅히지 옷에는 

언싱，호 냐에 우효션t 이기싱 퉁~ 같응 

시외 싱리적 링~. 강세 입이 사외 구성원 

g호서의 연‘& 에기 여덩꺼 판"'깅애끈 

1999) 

이건안 사성 9용의 응’l정‘i 얘응" 기 쩌 

예 등의 이유효 타인의 .!õ!.:l l iI~ ’l찌 

g는 경우 시i에 수용’!지 잉l 기정에서 
'I'V~I연셔 지억λ 잉 호." 엉상영 .. 애인 

서비스외 지e‘ ‘? 잉능 프효그 •• 져웅~ 
는 것을 w인q‘경영잉 등 1잊.) 째'PJ얘인 
‘지셔'1스의 여R 시잉 . '냉딩운 째톨셔 
'1스는 ? 정당웃이리는 -+13. 이용’뼈 강 
’l~n. W.a효 !;~능 e시i에끼 에잉격 
지셔찍 지E쩍 서비 스. 호잉" 는 포엉격인 

쳐 .. 세용’}는 것으호 웅극격으효 펀지외 
그 기.이 스스호 기정에서 강기갱이어 지속 

적으S 경깅i 견리“P 잉는 능‘익을 픽특 

’1<‘ ’넌이 옥걱이 잉대강세응 l엄1 앙 

g며 1997; Jelta, 2000) 싱정걱인 째기강째 

인 ‘지서비스 사앵율 애애서는 이러엔 의E 
새g사엉 ，육써g사얼 각잉셰g시양 싱리 

새g사덩이 오얻경으호 강근딩어이 인디 셰 

?아지서비스는 시설 @용 사 소요되는 약얘 

안 인억~ 새앤‘ 점강사치여 7ν영꾀 지역사 

~ '!!에서 정λ찍으호 인정잉 생 .. ‘ ιF : 도. 만다 띠'"서 지역사 •• 중싱으호 정 
예인 지인과 ?아 주써의 기존 지역j 외지핑 

꾀 인 .. 용연tl::il. -V용8써 보다 효외적이 

고 정찌적으호 장예인의 새.잉 사외적 톰잉 

• 이. ‘; 잉다 기@‘의 보t기등이 약". 
었& 때 잉운 새톨링이 기옥의 기등 • • ;t 
적으호 보충"에 죠예인에1는 이 잉응새. 

의 기외‘ 셰응에고 기축의 심리적 정셰" 

ιI~~ .당 •• ‘“ 우 。1도. 안〔↓《서이>( 

1995; 이준상 ]아19 ; Wer잉y 등 = 1 

새?냉예 인i에1 의효인과 건강판리요앤 

이 정근1’K‘ 이i의 §구. 마약”고 용‘시 

켜주는 것응 ‘지 " 에 지생}는 굿기의 중 

R안 의우이다 엉“ 도시지역& 중심으호 새 

기장예인에 예안 정힘조사나 그i의 새g서 

비스 §구도에 예안 조사기 이!어지고 있: 

이 기정잉운간t나 슴외새.서비스 강응 잉 

”여 세기ε‘애인 ‘지서비스. 셰안‘ 우 잉 E서비스기 시앵되고 있다(깅용언 l염9_ 겁 

다 새가강애인 ‘지서비스린 노잉 길엠 장 싣잉 l띤7; .친시 장예인용잉‘지~.잉，，: 

•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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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우 ] 994; .:l.영우 1997) 그R니 융용지 
역의 경우 닝 •• 혀*손깅 닝성n삐 등의 

용용강얘인에 애인 의""니 연찌 그i이 밍 

고 잉는 서비스 를’ 쩌g서"스 용구도 그 

리고 서비스의 시 •• 엠’l여 지억시외의 • 

성 등이 핀인 연구는 의리에대깅흩연 ,æ9 
씩세영 1996) 씨S웃 λ 잉 의 λ"'에 잉셔 
욕구H.정’l는 것은 지잉의 .. 억인 l 
톨 시얼의 애용외 피정의 성꺼 시엉 ."에 

애안 영기의 기 .. 써 째우 충요’，q 증용지 
억잉 경우 서셰스잉 예상이 ~정되어 잉l 

서셰스잉 내용이 씨선운적 져인적O]J] 에운 

에 강얘인잉 서 ~l:스 @구입 λ 앵 ’당인 서 

비스긴써는 잉은 씨「이. l!.Oj2 잉'"얀엉싱 

19 98 ; 이경추 19'34), 증은지억 징대인 상영수 
는 잉 .!.1~W서비스잉 이용 혹연에서 요시지 

억에 거‘'"는 장며인i디 스잉g이 잉고 새 

g잉 잉새찍이 용톨" 잉ξ니 의E서" 스 껑 

은잉 기외기 지5팩어 있기 예응에 새g 강 

'""이 ‘.퇴치 옷8년 경우기 잉'"이건우 
1994) 띠잊서 증응치억의 ?엄앙응 새~.서비 
스 셔g잉 도잉‘ 써애 농응지억 강예인i의 

.생" 용구H 아잉S에 기정잉운 새g서 

비스. ~성획하는 연구기 월." 다 

이 연구의 욕g는 강8도 앤주시 농응지역 

중증 세기장얘인의 장예 정도와 용! 잉 새 

‘서비스 이용실씨와 기정앙운 새g서비스 
@우도. 아악Sκ;. 보건소. 중심으호 효율 

.인 재가생인& 써안 지역사ν애 프호 

그앵잊 ... 응 지역사. n‘지정’1의 

앙앙& 오색’R는 에 잉다 이. 쩌애 용 연구 

잉 구 • • 인 연구내용응 다응과 같다 

젓’l 농응지역 새껴예인의 잉안적 사 

외 의인적 ‘성과 장예응셰. 조사 

안다 

i씨 농응지연 새?녕예인의 장예와 연강 

원 언새의 새~.서비스 이용심이" 

실짖킷으호 요구B는 &구도. 를적 

안디 

껏" 증용지억 얘기강얘인의 Jt<엉딩응 째 

.셔비 스 프호그영-1 Jl II~JJ 에 잉 

서 이기딩는 옹에 .. ~격인디l 

!’l 잉찌 째g셔"스 욕구요잉 O!J1딩는 
응져g의 ‘?정~-'. 져시’뼈 을" 
튼정찍앙잉i 져시인다 

l 연구앙엉 

l 연구이생잉 연구기간 
강잉요영우λ 의 소재 m껴 동 1껴 율 8 

져 연 종 농옹지역 l 깨 율(운익율，. ，껴 연 

"저연 신링 연 *혼연 용잉연 궈해연 핀 

’연)‘ 획.~ {<.'!lbandcm samrl띠"으 
호 ~;정”어 이 지역의 캉예인 등.영l에 
응.원 지제 뇌엠연 1 . Z .3급의 강예인괴 

뇌‘중 적@슨상 뇌성마비 용~ 동의 미등 

• 중흥 새)1{;'애인. 얘상으호 설운지. 이 

용만 원 연정 조에 실시에었디 

성운 조사에 웅딩인 대상& 지역‘호 비l 

애보연 운인율이 전져 얘상의 109명(:6， 6:‘) 

으호 기강 잉잉으여 t쳐연 ζl영 (1 7 ， 1%)， 간 

‘g연 “영"‘t‘， .혼연 ;0영"" ‘Y. J, 용덩 
연 a영(9 κl 궈해연김영" κ) 인i앤 '" 
명(9 ‘%)의 응으호 나타닝다 전씨 잉8명의 

융딩지 중 이퉁‘장예인응 "'영(305%)이었 

다 조사얘 앙시i의 연잉응 2ε.씨호 다양안 

연힘애에 !션에고 잉었으여 샘기간응 7깨 

월에서 .E1 852깨월까지 ‘응 엉쩌의 용호. 

’}영다 

조사기간응 woc연 3월 ，밑.E1 2ü OC녕 s 
월 ， e;“까지 용 2깨월 용인 이1어겼으이 용 

조사에 잉서 λ언조λ)(]ilot study) . 싱시에 

에 샅릉지 • .，정 보완"였다 조ιp잉간에 

연정의 잉완성& 응지’1기 써’에 연성지잉 

& 이연8에 ‘주간 교육을 싱시안 •• 사에 
었다 

충 ;"영의 연경대상자 중 zæ영 (00 .1χ )영 

으호'" 샅운지. 외.，’1영다 강예인이 “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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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조사에 용‘ 우 없는 정우에는 장애인의 lræreræoce Mlasurel j- λ냄에영다 CM 
상빠 ?냉 강 띠씌 우 이는 해우지 지 응 새g얀의 엠(disa에 ity이 애안 껑충 

냐 간덤인 용의 보호자기 샅응조사에 용에도 

• 지싱& 이연"에다 

2 자료수집 앙엄 

기 심앵파정 

첫" 강원도 원주시에 유안 융은지역 기응 

에에서 신정판 l 깨 율과 6깨 연의 애딩 관‘ 

구역 내의 통‘흰 장대인피 미용“g 장대인 

& 정}이내었다 율 연사우소의 도웅. 받아 
엠인 통‘영얘 톨장 이장 인장의 연잊 

새 ~보안 • 이u 지역주인의 앤얘호 

지역 내의 Z 셰 1 ' z ' 3급 퉁‘장예인과 뇌 
i중 칫우슨상 뇌섬 DIH] 용으호 진B' 갇 

고 "정에 거주에고 있는 이용‘징 예 인의 소 

새‘ 띠약에영다 j-l.1, 연구우앤& 쩌" 에 

샅운조사원i에1 연정R영과 지역사외 언왕 

에 예안 교육. 시키고 기구 암운연강조사을 

심앤에영다 샅응조사원이 쩌《 기 ~인판 이 
i 새기장예인의 가정& 직겁 잉응" 에 장예 

인과 그 ?아i에1 용의‘ 구에고 강예인 

을인과 직겁 셰연정(faæ to foce interw,wl 

& 에영다 장예인의 의사소릉에 응셰" 이는 

정우에는 보호자‘ 톰애 샅온조사‘ 에여다 

나 샅응지 내용 

도(severity)와 의S적 새~프호그영의 깅과 

‘ 기‘에는 도구호서 적용에기 엉고 Q딩도 

와 신뢰도기 농대Julia오} Denis , 1997) , F1M 

응 언애 장예펀지의 밑싱 ， ~능“‘i 쩍관적 

으호 영기에는에 ‘리 사용되고 있으여 소정 

외 교육과 영 71:피정& 이우안 새~의인과 의 

새 긴tλ{ 치S사 용에 의애 미굿에서 ‘ " 
ιH룡되고 있으나 굿내에서는 아직 도잉 초기 

B"호 얘H 굿얘!영원에서는 각엉치E사‘ 
중심으호 λ냄되고 있다 이 도구는 용씨적인 

기능영?에 쩌안 ， e깨의 세.항옥으호 구성 

되어 이는에 신연처리용갓엄ell-care) .i1( 월약 

근 조성능. e깨 항용 융직잉 능f.1 (rrd::tlity) 

5깨 힘옥 의사소톰 및 사외성 인지능익 

(Ccmml이nicatio찌，ιial c앵에ionl 5깨 항용으 

호 구릉에고 있으。이 각 항용응 펀지의 기능 

정도에 띠'"서 7B-"의 정H 각각 .에안 

다 

]정응 혹g적인 용~ 우앤이 25% 이에 기 
능안 정우 (total assist ), Z정응 최애의 신세적 

도융이 “융안 정우호 25% ~밍% 정도의 등 

g적 용각 ιF염。 1 ，닫안 정우(maxirral 

aιιt) ， 3정응 중릉도의 신세 적 도융이 경R 

안 정우호 잉%애%정도의 용각 찍이 기 

등안 정우(πα;1때 assist) ‘정응 약간의 신 
세적 도웅이 경R안 정우호 75% 이상의 용 

샅응지는 용딩Z 의 밀안적 !생연힘 교육 각}’영。 I J !è등안 정우(minιnα， ，ιιt) ， 5정응 

우준) λ”잉 정P‘ ~ .성(직얼) 의인~ .성 

(강매 장예원인 얘기간 보강구 시용에4 

il {，"Jj -i"흥각 쩍능익) 새기엠인 새~서 

비스 심에(통‘아. ‘“상잉g보조 애톨서비 

스 용. 언새 새~서비스 이용 에 .， 새~ 

§ 구(정셰적 o 을적 의E적 지엉 엉g안 

기정암운 새~서비스의 용’ 암운찢*'의 힘 

옥. 조λlð"1영다 

샅운내용 중 조사예 상 장예인의 밑 -i"Jl -i" 

4영능익정도‘ 영i7 )t17l 쩌"겨 Fα"αι6α" 

신세 적 도웅 없이 보호 강옥 에에 용각찍 

이 ?닫안 정우(susrenεion) ， 6정응 신세적 

도융응 ‘'R 없으나 보조기구‘ 사용" 에 용 
각ιp앵이 기능안 정우(πνjified inde]:εn 

æ oceJ, 7겁응 완전에 옥잉적이고 정상적인 

우준(∞rrplete inρaεndencel으 호 용 ，~껑 

이 7P'J 농응 정*'1고 ， e정이 기장 낯응 경 

우이다(TIrrcthy， 1 밍엄l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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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펙밤볍 
차료처리 및 분석을 위한 통체는 가첼방문 

을 통하여 면컵 쪼사된 사례헥 략 문항을 체 

량화 한 SPSS !PC+ (Sætistical Package f，φr 

theSφcial Sciences/PC+) 통체프로그램 을 0] 

풍J 소초면과 7]첩면을 쳐l획한 1 채 읍과 6쩌 

면헥 풍풍참매인을 대합요로 설문조λ}가 실 

λl되었다. 총 338부헥 설문치를 배부한 후 

298부를 회수하여 융답률은 88 .1앓 φl 였다. 

용하여 펀한쳐리 하였다 분척할 때는 융답짜 1. 때참짜헥 멸반쩍 특챔 
헥 인구학혁 특첩J 헥학쩍 특첩l 사회청쩨쩍 대합짜들헥 면령은 최쩌 g쩨부터 최고 93 
특첩， ;.H촬욕구J 가청방문 채촬셔버스의 0]용 쩨짜7]0]며， 61 ~70셰가 82명 (27 .5%)요로 가 

획사 Jt청밤문 채촬셔비스때 대한 켠해 틈을 창 많랐다. 취약첩단여라고 할 수 있는 4셰 

빈도(frequency)와 백분율 그리고 교~}분척 0]하 61쩨 0] 첼 민구는 팍팍 5 명(1，7짧， 142 

(cross tabulaHφna없1ysis) 하했다. 병(47 ，7짧〕으로 나E}냈다. 교육 수훈은 국폴 

0]하헥 힐렉 φ] 181 명 (60 ，8짧1 천문대졸 φl참 

11 연구 캘과 획 학력은 23명 (6 ，7% )φ1 렸다. 쪼사 대참 풍 

특수학교에셔 교육을 받은 사람은 3명(1， 0앓 j 

원쭈J.] 쭈변획 농촌쩌역 1 채 읍과 8 쩌 면 으로 천국 참매인 (3 ，2짧j과 비교하여 참대쩍 

요로 낯았다. 펀쳐1 융답짜 풍 61서l 여참헥 노 

표 1. 연령과교육수준 〔단위: 명〕 인헥 비율0] 47 ，6%φl 였다(표 1), 

며령 o ~10 
11 ~20 

21 ~30 

31 ~40 

41 ~50 

51 ~60 

빈도t짧 j 

6( 2，0짧 j 

10( 3.4짧 j 

16( 5 ，4짧 j 

35( 1 1.7짧 j 

46( 15 ，4짧 j 

43( 14 ，4짧 j 

61 ~70 82( 27 ，5짧 j 

71 ~80 48( 16，앓야 

81 ~90 11( 3.’7짧 j 

91~ l( 0 ，3앓 j 

:-:l.E.. .À 2ξ t:l늄F 
uι τí T 1:C" -.::..; 93( 31.3%) 

호틀학교 88( 29 .5%) 

풍학교 49( 16 ‘4%) 

고틀학교 45( 15 ,1%) 

천문대 φl참 20( 6‘7%) 

특수 풍 · 고교 3( 1‘0%) 

져 298 (1 00 ，0% ) 

천회l 융답짜헥 175 명 (58 .7짧 )0] 무쩍φl 였다. 

춤}매인헥 직업별 빈도는 농업여 60명 (20 ， 1 앓〕 

요로 Jt창 높앓고 합업 16병 (5 ， 4없)， 근로짜 

16명 (5 ，4잃L 축한업 1 명띤，3%)， 공무원 1 명 
(5 ,3%) 순요로 대부분 단순노통0] 였다〔표 월. 

175 명의 미취업 창매인의 쩍엽0] 없는 여유 

로는 취업하고 싫ξ나 창매가 섬해셔 111 명 

(63.4%), 쭈위 여 캔부족 22명 (12 ,6% ), 취 업 

헥사가 없며셔 g명 (5 .1 %) 릉φ1 렸다. 

표 z. 쩍엽 〔단위: 명j 

;-1「1 o ta4 빈도(%) 

iζζi0 ta4 60( 20 ，앓~) 

AζiFq ta4 16( 5,4%) 

근로차 16( 5,4%) 

:;kzr -Lg」l q t닝4 l( 0,3%) 

τ국riFI-t그「 깅 a걷，1 l( 0,3%) 

-tT그- R -「1 175( 58 .7%) 

]]8 29( 9,7%) 

쳐l 298 (1 0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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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때참짜헥 헥학쩍 특첩 
를답7}들의 종뼈를 보면j 뇌졸풍φ] 80명 

(25 ,8% )흐로 7}창 많았요며1 컬탄환차 37명 

(1 2,4% ), 척수손상 25명 (8 ，4%)， 헥참첩 뇌손 

합 21 병(7，0% ), 뇌캡마비 19병 (6 ，4%)， 소따마 

표 3. 좀lDH ， 좀lDH뭔 먼 및 좀lDHJl간 〔탄위 : 병〕 

빈도〔앓 j 
g 
} 
￡
 

호
 
E 뇌

 
철탄 

Ã~ ..-'-.소차 
--, --r '- ζ〉

종JDH 

헥합첩 뇌손합 

뇌챔마비 

소아마비 

소1쳐]7]능참매 

씬창좁JDH 

샘창좀JDH 

80( 25 ，8 짧) 

37( 12，4짧 j 

25( 8 ，4 잃) 

21( 7 ，0 짧) 

19( 6 ，4짧) 

19( 6 ，4 짧) 

14( 4,7%) 
9( 3，0잃j 

5( 1.7 짧) 

비 19 명 (6 ，4% ), 씬처] 7] 능좀JDH 14명 (4 ， 7% )， 

{J참창매 g명 (3 ‘0%)， 심참참매 5명 (1 ‘?앓〕 순 

요로 나타냈다. 창매원인은 교통사고 틀헥 헥 

걷"h::l] 84명 (28 ，앓야요로 7}창 많였고」 뇌졸풍 

릉헥 뇌철환 80명 (25 ,8% ), 한엽채해 24명 

(8 .1%), 천천척 7] 형 19 명 (6 ，4% )， 관철엽 틈 

만첩 철환 13명 (4 ，4% ), 철환흐로 인한 척수 

손참 B 명(2 ，0% )， 약물φl 나 Jt스풍독 Z명 

(0,7% ), 원 먼불병 30 1명 (10 .1짧)， 7] E.f 40 명 

(13，3%)흐로 나타냈다. 치 타헥 내용요로는 소 

아마비 등φl 었렸다. 참매인획 참매7]간은 최 

소 lJH 월머l 셔 최대 71 년 0] 렸다， 5년때셔 10 년 

J.t여가 60병으로 천쳐l 획 20.1짧 0] 였으며， 10 
년 여첼 종JDH를 가전 만캡 창매인도 147 명 

(49 ，4앓)2.로 나E.f냈다t표 3), 

천회l 창애인 풍 보창구를 사용하는 참매먼 

은 141 명 (47 ，3앓〕요로 나타냈요며， 7}참 많0] 

3] E.f 69( 23 ,2%j 사용하는 보창구는 치항φlJ} 55명 (39 ，0앓 j요 

교통사고 퉁 헥첩첩 84( 28 ,2%) 로 가참 많앓고J 월쳐l여 29명 (20 ，6 잃)， 의수 · 

@
σ
 

짧
 願
願
願
뺑
쩌
 
없
생
 
짧
 -
짧
 
뺑
때
 
뼈
빼
 
없
밟
 
뼈
빼
 
없
때
 
뼈
빼
 
없
생
 
짧
 職

아ω
 g 

Fb 

4 
g 
o 
m 
H 
-g 

? 
Fb 

g 
3 

때
 E 
n 
g 

m
μ
 

빠
 
%
뻐
 

mm 

않
 Rm 

맘μ
 %
떼
 
빠
 
-m 

짧
 뻐
 짧
 m마
 빠
 

%% 

%
때
 
￦
따
 
쩌
따
 

확
」
 

철
 

뇌
 

헥
 편
 

틈
 

놔
 

g}& 

조
근
 

뇌
 

한엽채해 

선천쩍 7] 형 
창매원민 

관컬엽 틈 만첩 철환 

척수손첼〔철휠j 

약물 가스풍독 

원인 불명 

7]타 

창매7]칸 

1 년 미만 

1 ~ 2년 미만 
2~ 3년 미만 

3 ~ 4 년 미만 
4 ~ 5 년 미만 
5~ 1O년 미만 

10 ~2O년 미만 
20 ~30년 미만 
30/ν40 년 미만 

40년 φl합 

체 298(100 ，0잃 j 

헥쪽 21 명(1 4 ，8짧 l 목발 17 명(1 2.1짧)， 보쪼7] 

g명 (6 ‘4% )， 보첩7] 2 명(1，4%) 순 0] 였다t표 

4), 

융답창매민외 7}쪼촬통(se표 care)의 여첼 

가7] 항목헥 수행능력은 먹 7](eatin밟헥 청우 

18명 (6 ，0짧 )0] 완펀 도움， 23명 (7 ，7%)0] 풍간 

첩도헥 도물을 필요로 하였고」 꾸미 7] 

(grφφmin밟는 팍팍 41 명(13，7%)， 31 명 

표 t. 사룡풍민 보창구 〔탄위; 명〕 

보창구홈류 빈도(앓 j 

55( 39 ， 0짧 j 

29( 20 ， 6앓 j 

21( 14 ,8%) 
17( 12 .1앓 j 

9( 6 ， 4앓 j 

10( 7.1%) 

141 (1 00 ,0%) 

7]팡0] 

월체여 

외수J 헥족 
!2. 1H 
--, ;;근 

캡
 따
 -
폐
 

보
 「
」

t풍복음답 허용함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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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4% ), 목욕하치는 66 명(22..1앓)， 44명 았다〔표 5) , 

(1 4,7% ), 합의 입7] 는 49명(1 6 ，4% )， 28명 

(9 .4%), 하획 입7]는 49 병(1 6 ，5짧)， 30 l컵 

(1 0.1% ), 화창설 사용하7]는 42명(1 4 .1%)， 28 

명 (9 ，4% )헥 도움을 략락 필요로 하였다. 그 

풍 목욕하치 때 대 한 도움0] 36 ，8앓 로 J}창 높 

소변보7] 쪼컬 능력은 35명(1 1 ‘8%)0] 완천 

도움， 14 명 (4 ，7%)01 부분쩍인 도움을 필요로 

했으며J 대변보치와 청무 앓병(1 4，앓야 0] 완펀 

도울， 17 명 (5 ，7% )φ1 부분쩍인 도움을 필요로 

하했다〔표 6 ), 

표 5. 짜쪼촬동 〔탄위: 병〕 

7]-쪼촬동 먹 7](%) 푸미 7](앓) 목욕하J](%) 첩획입 7](%) 하으l 입 7](%) 화 하창3설w사g용j 

완천의흔 15( 5,0%) 32( 10 ,8%) 46( 15 ，4짧 j 34( 11.4%) 36( 12 .1%) 32( 10 ,7%) 

최대보쪼필요 

(25앓 φl참 3( 1.0짧) 9( 3. 0%) 20( 6 ，7짧 j 15( 5,0%) 13 ( 4 ， 4앓) 10( 3.4짧] 

수행j 

풍간보쪼필요 

(50% φl첼 8( 2,7%) 11( 3. 7앓 ) 25( 8 ，4~잉 j 13( 4 .4앓 j 13 ( 4 .4앓) 12( 4 ，0없〕 

수행j 

최소보촉필요 

(75% φl합 7( 2.3~잉) 14( 4 ， 7앓) 15( 5 ，0짧 j 12( 4 ，0짧 j 12( 4 ， 0앓 j 6( 2，0짧 j 

수행j 

체도람독 8( 2,7%) 6( 2,0%) 4( 1 .3짧 j 3( 1.0%) 5 ( 1.7%) 10( 3.4%) 

-님r 논 1ia-L E -1i E tiJ 32( 10 ,8%) 28( 9,4%) 25( 8 ，4짧 j 28( 9.4%) 36 ( 12 .1%) 42( 14.1 %) 

완천독립 225( 75 ,5%) 198( 66 .4%) 163( 5 4.7짧 ) 193( 64 ,8%) 183( 61.3%) 186( 62,4%) 

껴l 298 (1 00 ,0%) 298 (1 00 ,0%) 298 (1 00 ，0짧 ) 298 (1 00 ,0%) 298 (1 00 ,0%) 298 (1 00 ,0%) 

표 6. 괄믿F근 쪼컬하71 (소변보7 1， 대변보7]) 〔탄위; 명〕 

괄약근 쪼컬하7] 소변보7](앓 j 대변보7](짧〕 

완천헥존 25( 8 ‘4잃) 24( 8 ， 1짧 j 

최대보쪼필요(25% φl합 수행 j 10( 3 ‘4%) 8( 2 ，7잃 j 

풍칸보쪼필 요(50% φl합 수행 ] 8( 2 ‘7%) 10( 3 ，4잃 j 

최소보쪼필요(75% φl합 수행〕 4( 1.3%) 6( 2 ，0잃 j 

7]도람독 2( 0 ‘7%) 1 ( 0 ，3잃 j 

-님r 논 ‘i효!~三1 E tjJ 23( 7 ‘7%) 23( 7 ，7잃 j 

완천독립 226( 75 ,8%) 226( 75 ，8잃 j 

져l 298 (1 00 ,0% ) 298 (1 00 ，0잃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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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효]0]동(transfer) 항목 풍 첨첩1 헥 7}, 헥 

7]-7.l{ wheel chair)는 39명 (13 ‘1%)0] 완천도움 
을 필요로 하며， 31명이0 ，4%)φl 부분쩍 인 도 

움을 필요로 하혔다. 화창설은 팍팍 41병 

03 ,8% ), 29 병 (9 ，7%\ 욕쪼확 샤워 1.]때는 45 
명 (15 .1 %), 33명 (11 ,0% )0] 도움을 필요로 하 

였다. 여통(locφmoUφn) 항목 풍 걷기J 헥짜차 

는 46병 (15 ，5% )0] 완천도움을 필요로 하했요 

며， 46명(1 5，4%)여 부분쩍먼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 폐탄 오르기는 73명 (24 ，5잃 jφl 완펀도 

움， 46명(1 5 ，4%)φl 부분쩍먼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표 n 
획사소통 능력(communication) 풍 φl해하 

7] 는 앓명(7 .4짧 )0] 완펀 도움을， 35 명(11.8잃 j 

φl 부분쩍인 도움을 필요로 하며J 표현하치는 

학팍 웹명때，7%)， 39 명(13. 1앓jφl 도움을 필요 

로 하였다 ‘사회인체능력 (sφdal interaction) 
헥 청부J 대인관체는 42명(1 4 .1앓 )0] 완천 도 

울， 32명(1 0 ， 8%)0] 부분쩍인 도울을 필요로 

하며J 문처l해렬능력은 팍팍 46 명(1 5 ，5앓)， 31 

명 (10 ，4% )， 7] 억력의 청우 각각 32명(1 0 ‘7%)， 

2B명 (9 .4앓 )0]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t표 없. 

참매 틈곱별 를답짜헥 일합쩡촬동학펙 수 

행 능력은 126컴 만컴흐로 7]회] 1 , 2 ， 3 급 

종J"üH 민헥 혐균 F1 M 첩수는 각각 79 ,0:t34 ,8, 

106 ，6 :t짧.1， 11 7,9 :t1 4 ，6요로， 1급φ] 7]-창 일합 

쩡촬통짝능력때 있어 헥흔쩍φl 며， 3급φl 비교 

쩍 독립쩍 0] 였다. 미릉록참매인헥 청우 1급과 

g급외 풍간인 96 .1 :t3 4 ，4첩 으로 나타냈다〔표 

9), 

3. 쩨활쳐비호 질태 
펀쳐l 융답짜 풍 미퉁록참매인은 91 명 0] 며1 

등록창매면 207 명 풍 등록 펴l 치를 음답한 퉁 

록참매민은 187병 φl 였다. 대상차들외 장애민 

등록 체 7]는 면사무소나 보검소 또는 병원량 

이 공공7] 관머l 셔헥 만내 92명(49 ，앓~ )~ 참매먼 

스스로나 쭈변 사람들헥 권유 78명따1 ‘ 7% )， 

그 외헥 체 7]로는 TV나 라디오헥 광고 방송 

을 통하거나 보험회사헥 도울 틀0] 였다， 91 명 

헥 미퉁록창매인여 종}매인 퉁록을 하7] 많은 

0]유는 컬반 0]합민 43명(55 ，8% )0] 틀록 방 

표 7. 위흥1φ1동 〔침챔헥채헥7]-7.r， 화창설l 욕쪼/J.þ려〕과 φ1통f걷71/헥짜채 져l탄 오르)1) 〔면렘:명〕 

위치 0] 동 0]동 

침캡7으F]-/ 화창설 욕쪼J샤워 검 7]/요F]-7.]- 껴l 탄 

헥7]-7.]-(앓) (%) (~낄) (~섭) .2.곤 7](앓) 

완천펙흔 29( 9 ，7짧) 33 ( 11 .1짧) 36( 12.1앓) 36( 12.1잃) 60( 20 ‘ 1 잃 j 

최대보촉필요 
10( 3 ,4%) 8( 2 ,7%) 9( 3.0%) 10( 3.4짧) 13( 4 ，4짧〕 

(25% φ1합 수햄 j 

풍간보쪼필요 
12( 4 ，0짧) 12( 4 ，0짧 j 15( 5 ， 0앓 j 9( 3 ，0앓 j 9( 3.0앓j 

(50짧 0]참 수행 j 

최소보쪼필요 
9( 3 ,0%) 7( 2 .3%) 11( 3.7%) 18( 6,0%) 17( 5 ，7앓〕 

(75% 0]합 수햄) 

체도람독 10( 3 ,4%) 10 ( 3 ,4%) 7( 2.3%) 19( 6‘4%) 20( 6‘?앓〕 

-님r 논 ‘4a-L E -ε1E tjJ 59( 19 ,8%) 63( 21.1%) 54( 18 ,2%) 87( 29‘앓~) 72( 24 ，2앓〕 

왈천독립 169( 56 ,7%) 165( 55 ,4%) 166( 55 ,7%) 119( 39 ,9%) 107( 35 ‘g앓〕 

쳐l 298(100 ,0%) 298(100 ,0%) 298 (1 00 ,0%) 298 (1 00 ,0%) 298 (1 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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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 헥사소통 능력때1해하:71. 표현하:71)과 λ1회민71능력〔대 먼관져1 ， 문쳐l해결능력， 71먹력) (면뭐; 명〕 

헥사소통능력 
φl해하71 표현하71 

(%) 〔앓 j 

완펀요l흔 14 ( 4 ，7없〕 18( 6 ，0앓 j 

최대보쪼필요 
8( 2 ,7%) 11( 3.7%) 

(25% φl합 수행〕 

풍간보쪼필요 
14 ( 4 ，7짧〕 18( 6 ，0앓 j 

(50% φl합 수행〕 

최소보쪼필요 
8( 2 ,7%) 10( 3.4앓j 

(75앓 φl참 수행 j 

쩌도강독 13 ( 4 ，4없〕 11( 3.7앓j 

-님r 는 c효- E -1iE tiJ 17 ( 5 ， 7없〕 14( 4 ，7앓 j 

완펀독립 앓4 ( 75 .1없) 216( 72.5앓j 

체 2.98 (1 00 ， 0없 ) 298 (1 00 ，0앓 j 

표 9. 듬급별 71E (F[!\쩌 수준 

빈도(명〕 FIM 첩수 

미퉁록짜 91 96 .1 :t34 .4 

1 급 41 79 ,0 :t34 ,8 

g급 67 106 ， 6 :t짧.1 

3급 99 117 ,9:t 14 ,6 

체 2.98 103.4:t30.2 

t최대 : 126컴J 최소 : 18 첩j 

법을 활 몰라셔했다‘ 다른 여유로는 ￡}애인 

퉁록 71훈메 해당되 71 많따셔 ZZ병(28 ，6짧)， 

틀록하여도 받을 수 있는 혜택φl 미비해셔 3 
명(3.9% ), 도움을 원하치 않따셔 3명(3.9%)01 
며， 718 내용요로는 면사무소 쩍원 φl 거부하 

거나 병원 천탄 1.1 01 켈iFφl 없여셔l 그리고 차 

씬 φl 창매민φl라는 사실을 알리고 싫 71 많O} 

셔라고 풍답하였다t표 10) , 

참매민 스스로 일참쩡촬을 하는데 도움01 

필 요하다고 느찌는 캡우는 184명 (61.8% )여 며J 

대먼관져l 문체해렬능력 71 억력 

(%) 〔짧 j (%) 

2.9 ( 9 ，7없〕 33( 1 1.1짧) 21( 7 ， 0앓 j 

13 ( 4 ,4%) 13( 4 .4짧) 11( 3 ,7%) 

17 ( 5 ，7짧〕 12( 4 ，0 짧) 17( 5 ,7%) 

5( 1,7%) 9( 3.0 앓) 5( 1.7앓 j 

10 ( 3 ，4없〕 10( 3 .4짧) 6( 2 ， 0앓 j 

ZZ( 7 ，4없〕 Zl( 7 ，0 짧) 31( 10 .4앓 j 

Z02( 67 ，7없〕 200( 67 .1짧) Z0 7( 69 .5앓 j 

2.98 (1 00 ，0없 j 298(100 ,0%) 2.98 (1 00 ，0앓 j 

표 10. 첼H민 릉록 쉴꽤오1 릉록 , "0 1릉톡 〔탤~: 뺑 

창o~퉁록 

투=-~료 
ζ，--， 

미퉁록 

체 

폐 711φl유 빈도〔앓 j 

보인 l 가족 ‘ φl 풋헥 
71 (23，9짧 j 

안내 

면사무소·보건소 

만내 

병원 만내 

718 
't:J ..Q. tl 
--, ζ， 1=l 

창매인 릉록 방법을 

몰라셔 

창매인 71 훈때 

해당되 71 많O}셔 

71타 

"cl .Q. U 
--, ζ， 1=l 

52 (1 7.5%) 

30 (1 0,0%) 

34 (1 1M낌〕 

ZO( 6,7%) 

43 (1 4 ，4짧 j 

ZZ( 7‘4%) 

12( 4‘0%) 

14 ( 4‘7%) 

2.98 (1 00 ‘D짧 ]

그 풍 38명(1 2 ，8잃 jφl 도와쭈는 사람01 없다 

고 하였다〔표 11), 참애 인헥 일첩행 촬을 보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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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람흐로는 배우짜가 83명 (56 ，8%)흐로 표 1t 채촬λ뻐 1츰를 받은 활열1홍류 〔틴뭐: 뺑 

가참 많았고」 부모， 7}녀J 간병 인」 친척l 형 

쳐] , 차매l φl웃쭈민 순요로J 대부분 가족들0] 

창애인헥 보쪼를 맡고 있였다. 

표 11. 일합생촬 보쪼 필요 청도 〔탄위: 병〕 

일참쩡촬 보쪼 필요 첩도 빈도t짧) 

도움φl 필요하고 도확쭈는 

사람"0] 있다 

도울φl 필요하나 도와쭈는 

사람"0] 없다 

146( 49 ,0%) 

38( 12，8짧 j 

도움여 필요 없다 114( 38 ，2짧 j 

298000 ,0%) 져l 

창매 민들0] J.H 촬셔비스를 받은 쭈된 켈소 

는 병원떠나 헥원φl 었고1 그 헥때 한밤병원과 

의원」 보건 7]소나 홈교 · 복7] 단회] À]설을 0] 

용하껴나 특수학교 참담]]관을 0] 용하였다. 

대부분헥 ~hJH 민들0] 좁J"üH 호]]머l 회료 풍심 

헥 헥료채촬을 받았고J 보건지소나 흥교단 

쳐] , 복7]틴체 À]설을 통한 7]역사회풍첩채촬 

을 φl용한 참매인은 51 명 02， 0짧 jφl 였다 그 

외떼 민간요법 φl나 무속체료때 의흔한 캡무 

는 4명 (4 ,9%) 0] 였다t표 1 앓. 

참매민들여 받은 채촬셔비스 풍때셔 약물 

체료J 수술회료J 물리치료J 학업치료l 한밤효l 

료 틀의 헥료채촬0] 254 명 (4 1.7% )φl 였다， 7] 

능검Àt， 염색체검채 뇌파검샌 컴퓨터 촬영J 

청력검 λt 뇌파검사 틈을 포료F하는 진탄은 

223명 (36，5%)요로l fE}애인 등록을 받]] 위해 

칠 À]된 전탄도 여기때 포함되었다. 채촬공학 

항목은 보창구 체학J 참착훈련'"츄리짝 관련 

된 항목묘로 쭈로 컬단휠7}때 거] 0] 용되여 46 
명 (7 ，6% )0] 사용하였다， 일À] 수용보호j 헥료 

보집; 쩡촬비보쪼 틀과 관련된 사회보창은 43 

명 (7 ‘1%), 쩌별 합답J 집단합답j 채 촬첩 보 문의 

틀과 관련된 J.H촬합담은 18명(3 ，0앓 L 쩍업훈 

J.H촬셔버스를 받은 창소 빈도(%) 

260 ( 61.앓야 
87 ( 20 ，5앓 j 

40( 9 ,4%) 
17( 4 ,0%) 
11( 2,6%) 
4( 0 ， 9앓 j 

3( 0 ,7%) 
l( 0 ，앓~) 

2( 0,5%) 

425 (1 00 ， 0앓 j 

병원1 헥원 

한방 병원1 획원 

보검 7] 소 

민간요법 

홈교단폐 복7] 단체 À] 설 

무속쳐료 

특수학교 

참담]]관 

]]El-

펴l 

t풍복응답 허용합j 

련J 취 업 알선J 보호학업 틈을 포힐념}는 직 업 

채촬은 11 명(1，8없)0] 받은 켈요로 나타냈다. 

특수학교 입학; 쪼]]특수교육J 면여 회료J 첩 

7 }, 청력J 수화 퉁헥 교육채촬은 10병(1， 6앓)， 

가사셔 버스는 3명 (0，5앓jφ1 받는 헛으로 나다 

눴다〔표 13), 

표 13. 재촬셔1:1 1스를 받는 참소확 홈류 

단위:명 

zH촬셔버스 홈류 

획료J.H촬 
?lG 

J.H촬공학 

사회보참 

;.H'왈합담 

쩍업채촬 

교육채촬 

]}사셔비스 

]]El-

체 

빈도〔앓 j 

254( 4 1.7없 j 

223( 36 ,5%) 
46( 7 ，6짧 j 

43( 7.1%) 
18( 3 ，0짧 j 

11( 1.8%) 
10( 1.6%) 
3( 0 ，5짧 j 

l( 0，앓야 

609(100 ,0%) 

t풍복융답 허용함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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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쩨활쳐비호 욕구도 
를답좁F매민들띠 가참 필요로 하는 채왈쳐 

버스 홈류는 헥료채촬φl 였다않7 ，0% )， 그 다음 

은 사회보종h19 ，4% ), 홈합천탄\1 Z，4앓)， 헥사의 

가정방문천탄(1 1 ，6짧)， /q회섬리7H촬(9 ，3% ), 

쩍 엽채 촬(7 ，6짧 ), 7H 촬공학(6 ，0% ), 교육채 촬 

(3.3% ), 7]-λ}셔버스(3.3짧 jφl였다t표 14), 

표 H. 필요한 채촬쳐버스 홈류 탄위: 명(%) 

필요한채촬셔비스 

헥료채왈 

사회보창 
촉한7.1다 
'-' C::::I '1...- '1...-

획사획 7]-청방문 천탄 

사회섬리채촬 
;::1 o-l 1 1.1효:J. 
--，l::::::I ~.112 

7H촬공학 

교육채촬 

가J.}셔버스 

7] 타 

폐 

빈도 

198 ( Z7 ‘D짧 j 

14Z( 19 ,4%) 
91 ( 1Z ,4%) 
85 ( 11 ， 6짧 j 

68( 9 ,3%) 

56( 7 ,6%) 
44( 6 ,0%) 

Z4( 3 ,3%) 

Z4( 3 ，3앓〕 

1 ( 0 .1%) 

733 (1 00 ，0짧 j 

7H7]-방문 채촬셔버스 λl행 λl 원하는 방문 

횟수는 필요할 때마다(33.Z앓j가 가참 높았요 

며J 쭈 g획 φ1 경iFφ] 54 명이 9，7%)， 쭈 1 획 7]- 43 
명 (15 ，7% )， 월 Z회가 31 명(11.3%)， 월 1회가 

z6명(9 .5짧) 운휴로 나타냈다(표 1밍， 

표 15. 채차밤문 l~롤채비스차 필요한 경우 원 
하는 밤문 휠수 〔단위; 명〕 

횟수 빈도(%) 

쭈 g획 φl첼 54( 19 ,7%) 
쭈 1 회 43( 15 ， 7앓 j 

월 g회 31( 11.3%) 

월 1 회 Z6( 9 .5잃〕 

필요할때마다 91( 33.Z앓j 

7]타 Z9( 10 ,6%) 

체 Z74 (1 00 ,0%) 

7H7]-방문 채촬셔버스 J.]행껴、l 구쳐l쩍묘로 

필요로 하는 셔비스 내용은 가사셔버스 합목 

때셔는 첩수리가 천돼1 셔버스 욕구빈도헥 71 

병 (4 .5% )으로 높았다. 다음요로는 목욕보쪼가 

3.앓￡ 첩만청소확 셔l 탁"0] Z.5%, 칙 J.]-훈비 및 

취사가 1.5%, 가λ}셔버스는 11 ，7짧 0] 였다. 간 

병셔비스때셔 가창 필요로 하는 부분은 병원 

동햄과 파량7]원요로 펀회] 7，앓gφl 였다. 약품 

구입 4 ,8% , {J회l 운동 3.9짧 l 병칸호 수발 

Z，7없로 펀쳐l 감병셔버스 욕구도는 18 ，6앓 0] 

렸다. 청J.i쩍 셔버스는 7.3%로 맞랐다. 컬 면 

쳐버스는 11%로 특히 채캡쩍 7]원과 알선 

항목떼셔 10 ，5짧로 높랐다， 7]-청방문 물리쳐 

료는 펀처l 요l 9 ，9짧 0] 였흐며J 헥료기관 보건 7] 

관과 면폐가 7 ，앓~， 7]-펑방문 한방쳐료가 

6.1없， 7}청방문 간호가 3.7짧，7]-첩밤문 짝업 

체료는 3 ， 1 잃로」 천회l 외료셔비스때 대한 욕 

구도는 40%0] 였다. 차립 7]원셔버스 항목 풍 

때셔는 취 업알선 3,7% , 7] 능훈련 3,0%, 직 업 

보도 Z .5짧 l 탁아부분 0 ，3%로J 천처l쩍 ξ로 

g ‘5%헥 욕구도를 나타냈다， 7]타 0] , 미용 

셔버스 4,8% , 행첩업무 대행 셔버스 3.6%, 

한책 J.] 동행 셔비스 Z ，7짧 l 요양소 입소 만 

내는 0 ，7%φl 렸다. 창매 인들φl 우전쩍요로 받 

7] 원하는 셔비스는 물리회료와 채첩쩍 셔비 

스φl 였다t표 16), 

천쳐l 융답짜가 다음으l 팍 문항떼 여느 정 

도획 셔버스를 필요로 하는찌 알아보랐다. 팍 

항목때 셔 r매우 그렇 다， 5렴그렇 다.' 4겁보 

통φ]CV 3컴그렇쩌 많다， Z컴천혀 그렇 7] 

많다.' 1 첩요로 하였고1 쩍엽 관련 항목때쳐 

60셔1] 0] 참헥 노령 0]나 풍풍종}매」 혹은 여미 

직업 0] 있는 청우는 뻐요 (nφt applicable)로 0 
첩을 부여하였다 

청처l쩍 인 여려움을 묻는 항목때셔 56 ，7짧가 

며려울여 있다고 하였고l 그풍 7]속쩍인 검체 

쩍 후원을 원하는 융답짜는 5Z，6없 φl 였다. 

60 ，4잃외 융답짜가 건켈φl 좋7] 많아셔 캡 7] 

쩍ξ로 헥료서버스를 받7] 원하였고， 55 ,7% 

며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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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필요한 채촬쳐버A.21 구처l쩍 내용 〔탄위; 병〕 

셔비 A 내용 빈도(%) 

;넙x1-A「그2.l 71( 4.5%) 
J}λ} 목욕보쪼 50( 3.앓~) 

셔비 A 집만청소J 쩨탁 40( 2,5%) 
식사푼비 및 취사 23( 1,5%) 

통원 λ1 동행J 차량7]원 114( 7，앓야 

-v변 ] 약품구입 76( 4,8%) 
셔비 A 씬쩌l 운동 61( 3.9없 j 

병간호J 수발 42( 2,7%) 
nEEFH 」‘f「l AFEJ} 48( 3.0%) 

캡쳐쩍 여가7] 도1 취미촬통 35( 2，앓~) 

셔비 A 학업체도 19( 1 ‘앓때 
책 읽며추7] 14( 0 ，9없 j 

컬면 채정쩍 7]원 · 알선 166( 10 .5%) 
셔비 A 획부모l 획형쳐l 렬면 8( 0,5%) 

J}켈방문 물리치료 156( 9 ，9잃 j 

헥료 
펙료기관J 보펀치관과 면렬 113( 7，앓야 

J}첩방문 한밤 체료 96( 6.1%) 
셔비 A 

가청방문 간호 59( 3.7%) 
가청밤문 짝업체료 49( 3. 1%) 

-?l~ 디 EE FA L카」 59( 3.7앓 j 

짜립 7]원 7]듬훈련 47( 3.0%) 
셔비 A 쩍업보도 39( 2.5없 j 

탁아 4( 0,3%) 
0] , 미용 셔비 A 76( 4,8%) 

7] E} 행첩엽무 대행 쳐비 JR 57( 3.6앓 j 

셔비 A 싼책 J.] 통행 셔비A 43( 2‘?잃 j 

요양소 입소 만내 11( 0 ，7없 j 

펴l 1576 (1 00 ,0% ) 

〔풍복를답 허용함j 

가 물리체료J 학업체료1 칸호 릉헥 헥료쩍 채 데 29 ，6%가 적 업을 구하7] 원하였ξ나， 0] 

촬셔버스를 필요로 하했다， J.] 간쩍 환령쩍 풍 쩍업훈련을 받치를 원하는 릉답짜는 

캠쩨쩍 요인 등으로 병원에 랑 여천 φl 만 되 22 ，5짧φl 였다. 폐탄φl나 확창설 등φ1 불펀하 

므로 첩때쳐 간탄하체 체료를 받궐 원하는 여 JH쪼를 원하는 청무는 45 .3%φl었요며J 교 

뭉답짜는 5 1.9짧 φl 렸다. 음답짜 가운데 노령 통여 불펀하여 통원 J.] 톰행 쳐버스4， 참매 

φl 나 풍풍 참매로 인해 쩍업을 가철 여건 0] 인 0] 용 특수차량 운행을 원하는 컵우는 

만 되는 44 .3짧를 쳐l 외한 나머쩌 뭉답짜 가운 55 ，7짧φl 였다. 참매로 발생하는 문체들을 펀 

엠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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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채촬셔비스 욕구도 〔탄위: 명〕 

므하 
"- ζi 

매우 

그렇다 

(%) 

’
냐
네
 쩌 
W껴
 

캔i
 념
#
 
빠
없
 

짧
 
짧
 짧 

며
 
、
}

:--i 

@/ 
많
 대
 

fl·

‘ 

、
i
l
”
e

캉
 짧
 

그
 fk 

캠쩨쩍민 여려움φl 잎다l 80(25 ,8) 89(29 ,9) 58 (1 9,5) 43 (14.3) 2B (9 ‘4) 

71속쩍요로 검쩨쩍인 후원을 해쭈는 사람 혹 
63 (21.1) 94 (31.5) 48 (1 6,1) 63(21.1) 30 (1 0.1) 

은 면책17 1- 필요하다. 

병원때 랑 형편 φ1 만 되므로J 집머l셔라도 칸 
47 (1 5,7) 108(36 ,2) 40 (13,4) 74(24 ,8) 30 (1 0.1) 

탄하거l 쳐료쳐버스를 받71 원한다. 

몸 정i꽤가 좋71 많요므로 캡71쩍으로 펙료셔 
51 (1 7.1) 129(43,3) 27(9 ‘1) 59 (1 9,8) 3앓 10 ，7 ) 

비스가 필요하다고 쩡팍한다‘ 

물리체료」 짝엽효l료l 칸후 퉁헥 역료 채왈셔 
64 (21,5) 100(33,6) 36 (1 2,1) 69(22없 29(9 ,7) 

비스가 필요하다. 

쩍업을 구하는데 어려움떠 있다. 
42 (1 4,2) 46 (1 5,4) 14(4 ,7) 35 (11.7) 29 (9 ,7) 

NA 132(44 ，r잉 j 

쩍엽훈련을 받고 싫다 NA 134(45 ,0%) 29 (9 ,7) 38 (1 2,8) 44 (1 4,8) 19 (6 ,4) 34 (1 1,4) 

우리첩때 있는 져l탄01나 문턱을 내가 촬동하 
48 (1 6‘1) 87(29 ,2) 45 (1 5.1) 76(25 ,5) 42(1 4.1) 

71때 편리하도록 채촉하고 싫다l 

대풍교통을 폰짜셔 01용하기가 힘 01 들기 때 

문때 01러한 문체를 해렬하71 뭐하여 특수화 
67 (22,5 ) 99 (3 3,2) 31(1 0,4) 63 (21.1) 38 (1 2,8 ) 

령원l 운행되거나 공공J.1설 퉁메 홉J"üH I인 편외 

A1설 φl 설회되 71를 바란다. 

일참쩡촬φl나 종J"üH 로 먼한 체반문체에 대하 
36 (1 2,1) 96 (3 2，앓 53 (1 7,8) 86(28 ,9) 27(9 .1) 

여 헥논할 대승N1 필요하다. 

누군가가 채촬첩보를 규칙쩍묘로 처l공해 쭈 

고J 첩보를 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쭈치를 46 (1 5,4) 123(4 1.3) 43 (1 4,4) 61(20 ,5) 25(8 ‘4) 
원한다. 

71-첩방문 채촬셔버스가 J.1행된다면 많은 도 
131(44 ,0) 47 (1 5,8) 51(1 7,1) 47 (1 5,8) 22(7 ,4) 

움φl 될 캡φl 다. 

앞요로 채가창배인 채촬셔버스가 실시된다면 
86(2B,9) 95(3 1.9) 46 (1 5,4) 42(1 4.1) 29(9 ,7) 

셔비스를 받"7 1 원한다‘ 

문가와 합담하기를 바라는 창애인은 천체 융 고 쩡걱F하는 종}매 인은 60.1앓 01 였휴며， 60 ,8% 

답짜 풍 44.3%띠었묘며 56 ，7짧헥 융답짜가 헥 참애인 01 가캡밤문 채촬셔비스가 λl행된 

규칙혁으로 J.H촬첩보를 요구하였다， 가정방문 다면 셔비스를 받랬다고 융답하였다t표 17), 

J.H 촬서버스가 λl행된다면 도움φl 될 켈01라 앞요로 가정방문 채촬서비스가 λ1행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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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셔버스 φl 용 여부에 대해 팍 퉁곱별로 비 

교 J.l, 1 급헥 캡우 65 ‘8%, 2급은 62,7% , 3급 

은 55 ，6~낌J]- 긍캡쩍인 풍답을 하였ξ며1 미릉 

록훌}매인으l 캡무는 62，7%가 0]용하랬다고 를 

답하였다. 종배릉곱φl 높을수록 가청방문 채 

촬셔버스 욕구도가 높았다. 

FIM으로 형가한 7]능수훈별 7H촬셔버스 

욕구도는 흉 럼수 126첩을 18 항목으로 나눈 
밟을 팍 꽤먼엽 7]능수푼으로 반영하했다. 앞 

요로 가캡밤문 채촬셔비스 J.]행 λl 셔버스를 

φl용하랬는가 라는 철문머l 완펀획존 행'H I민 

의 64 ，9앓l 최대보쪼가 필요한(2.5없 0] 하펙 독 

립쩍인 촬통 7}능 j 창매인획 78 .5%, 풍한청도 

보쪼가 필요한(50없 0]하의 독립쩍 촬동0] 

가능j 창매먼 획 76 ,4%, 최소보쪼가 필요한 

(75짧 φl하헥 독립쩍 촬동0] 가능j 창üH 인헥 

63.6잃j 체도람독0] 필요한 종F매인헥 60 ,0%, 

부분독립φl 가능한 창매인 헥 60 .1%, 왈천독 

립 참매인으l 52，3짧가 셔버스를 받겠다고 풍 

답하였다. 치능쩍흐로 헥존도가 높을수록 가 

청방문 채촬쳐버스를 받치를 원하였으나J 완 

천헥존 종F매인헥 캡우， 64 ，9% 로 풍칸청도 보 

쪼가 필요한 훌}매민보다 셔비스 욕구도가 낯 

랐다. 

참매민획 질환별 채촬쳐버스 욕구도 비교 

J.l, 뇌 졸풍 환7} 50병 (62 ， 6앓 ), 컬탄 환짜 2.5 

명(85 .5없)， 척수손참 환7} 15병 (60 ，0앓)， 요1 참 

첩 뇌손참 창매먼 11 명 (52 ，4% )φl 긍청쩍먼 

대답을 하였다t표 1없. 

표 18. 종J"üH 륭급별 , F[때 첩수별 , 철환별 채촬셔비 A φ1룡 욕구도 t탄위: 병〕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0]다 필요 없다 천혀 필요 
체(%) 

(%) (%) ü잉 j ü잉 j 없다{%) 

71-때” 드그 1:l범 E걷 

미퉁록 31(34 ,1) 2.6 (2.8, 6) 14(15 ,4) 10 (11 ,0) 10 (1 1,0) 91(1 00 ,0 ) 
1 급 14 (34 ,1) 13 (31.7) 5(12,2.) 5 (1 2,2.) 4(9없 41(1 00 ,0 ) 
E급 2.2. (32 ,8) 2.0 (2.9, 9) 8(1 1.9) 11 (1 6,4) 6(9 ,0 ) 67 (1 00 ,0 ) 
3급 19 (1 9 ,2.) 36 (36 ,4) 19(19 ，월 16 (1 6 ，휩 9(9 .1 ) 99 (1 00 ,0 ) 

7] 듬 수준(FII벼 컴수별) 

환펀헥흔 5 (2.9.5) 6(35 ,4) 1 (5 ,9) 3 (1 7,7) 월 1 1.없 17 (1 00 ,0 ) 
최대보호필요 6 (42,8) 5(35 ,7) 0(00 ,0) 3 (21.4) 0(00 ,0) 1 따 100 ，0 ) 

풍칸보호필요 9 (52,9) 4 (2.3.5 ) 1(-5 ,9) 2 (1 1,8) 1 (05,9) 17 (1 00 ,0) 

최소보쪼필요 9 (40 ,9) 5 (2.2..7) 5(2.2.,7) 1 (04퇴 2 (09,1) 2.2.(1 00 ,0 ) 
7] 도람독 1월40 ，0) 6 (2.0,0) 3(1 0,0) 5 (1 6‘7) 4 (1 3‘3) 30 (1 00 ,0 ) 
-님「 브"iI:"도「 E til 37 (27 ,8) 43 (32,3) 2.3 (17 ,3) 17 (1 2,8) 13(9없 133 (1 00 ,0) 
완펀독립 8(12,3) 2.6 (40 ,0) 13(20 ,0 11 (1 6,9) 7 (1 0,8) 65 (1 00 ,0 ) 

천탄명(철환별〕 

뇌졸풍환짜 27 (33 ,8) 2.3 (2.8, 8) 12(15 ,0 14 (1 7.5) 4 ( 5,0) 80 (1 00 ,0 ) 

컬탄환짜 9 (42 ,3) 16 (43, 2) 7(18 ,9) 2( 5,4) 3 ( 8.1) 37 (1 00 ,0 ) 
척추손참 환7} 7 (2.8,0) 8 (32,0) l( 4,0 5 (2.0,0) 4 (16 ,0) 2.5(1 00 ,0 ) 

헥첼캡 뇌손첼 
6 (2.8 ,6) 5 (2.3, 8) 3(1 4,3) 6 (2.8,6) 1( 4없 21(1 00 ,0 ) 

환7} 

폐 86 (2.8 ,9) 95 (31 ,9) 46(15 ,4) 42 (1 4.1 ) 29(9 ,7) 298 (1 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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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깅과‘ 융약에연 〔녕과 같다 

첫세 예상자i의 연힘응 최저 ZÀi .E• 최 

고 ~;세까지이이 생싱연영인 "세 이상 ;~λ’ 

이에의 장예인응 진애의 ‘7 ，7%이었다 굿i 

이에의 인익이 높잉으O셔 '*인o 교육. 받 

응 인구는 전굿 장예인과 비교애보연 상대적 

으호 낯앙다 

. ' , 용딩자의 직엉응 융엉이 20 ，2%호 기 

장 농잊고 상엉 근호지 옥산엉 공우원 응으 

호 얘.;t B응노용이이다 이i의 이 어엉 

이응호는 염에고 심으나 얘기 심에다거 

나 주쩌 여건.옥 용으호 어엉1’l지 옷에영다 

셋" 용당지i의 장예 음영응 뇌i중이 기 

장 잉으이 톰흥 관.구싹 -ìilB. 칫우슨상 
외상성 닝슨상 닝성 DIH] 소아이비 신세 기 

능강대 신장ξh저 §칭 치에 심장장예 응 

이이다 이긴안 샘호 인애 ]이영 ?κ:;>01 용 

안강얘기 이어으여 용인장예 음영응 응용이 

비 깅 삭이비 언어ξ" 써 시각장예 정각장예 

응으호 니없다 

잇’1 장얘기간응 최소 ]깨월에서 최대 " 
연끼지호 S연에서 w연 샤이기 진애의 

20 .1%호 기장 잉이 용포에영으이 w연 이 상 

징 예. 기진 얀잉 장예인도 ‘q ‘%이었다 

다섯'1 징죄의 원인으호는 외상(0톰사고 

싱잉?끼애 용)으호 인안 정우기 기장 앙고 뇌 

길핀(뇌i중 릉) 션선적 기영 인성 길F관 
.영 릉，냉。띠 기스중혹 원인톨영 응 

이어디 기E 의 내용으호는 소아이비기 퉁이 

있어디 

에섯세 보장래 사용얀 장예인응 견이 

의 3엉 % 기얻’이고 주호 사용tN는 보강구는 

지항이기 ?냉 잉았고 그 다응으호 영어 

의우 의옥 옥!니 보조기 보정기 응 이었다 

보강구기 “R'μ4 샤용에지 앙는 정우는 

(C ，영 중 .영(53 ，8"/0)이었다 

‘-S~l 용딩."의 기능정도‘ 영기에기 쩌 

애 CM' 사용에영다 도웅이 .“g안 정우 

기 (~C영 (ffi ‘%)이이 .용적인 도웅이 경g 

안 정우는 ;)영 (23，2%) 완전의응이 엄R안 

정우는 "영Ii C ‘%에었다 장예 퉁급과 용딩 

Z 잉 i니εi-'Jl -i"동~의 ιF앤 능 .. 비교안 정 
우 (~정이 인정에 지애 l 급 2급 3급 장예 

인의 영g 정우는 'èFt 79 ，O~3‘，8， 106ι~26 .1 
117 ，9~이 6호 ] 급 징 해 인이 기장 밑 상영g흥 

걱능익에 있어 의응적이었으여 3급 장예인이 

비교적 동g적이영다 이용‘장예인의 정우 ] 

급과 2급의 중간인 96 ,I 0t3“ 정도의 능“‘i 
보였다 

에ψ1. ~~장예인 M영의 샘인 통‘ 

1기는 연사우소나 보건소 내지는 덤원길이 

공옹기관에서의 안내기 거의 성안. 시지엣 

으여 장예인 스스호 톰응 주연 λ양i의 권 

응 w니 라디오의 정고 임용& 릉에거나 보 

엉외시의 도융 퉁이어디 

이원1. 91영의 이퉁‘장예인이 샘인 통 

% 에지 않응 이응는 .인 。냉이 릉~ ~J 

강& 블라서 다튼 이응호는 장예인 퉁‘ 기 

준에 애딩. 것 같지 eÞ'서 통‘8씨도 받 

‘ i ιF 이는 에잉。] 이 HI "，，" k↑ 퉁이이다 

엉'1 장예인 스스호 밑 {，"Jj -i"i- 에는에 도 

웅이 “R" 다고 느끼는 정우는 ;( 야ι이이 

그중 12，8"/0는 도와주는 샤링이 없다고 에였 

다 장대인의 ‘상영n 보조tN는 사앙응 해 

우지기 ?냉 잉잊고 .오 지이 긴 영 인 친 

직 영셰 자에 이웃주인 응 이었다 
엉 안 연세 슨상 • 그 같핀피 펀연" 에 

새~서비스‘ ’샌웅 정영이 있는 용딩자는 

94 ，0%이이 이i이 새g서비스‘ 받응 장소 

는 주호 덤원。μ 의원이고 그 외에 안잉덤 

원과 의원 보건지소나 종교 ‘지 9세 시 ; 

& 이용에거나 !우야 상당기캉 릉에서 의 
.b.Àli'(약을치E ιF‘치 1<， i-21치E Z!엉치 

효 안잉치 .， 진BI지능경시 영 역 !’경샤 닝 

피엄λ[ 엉유E↑ ‘영 정익정사 뇌띠경사，. 

주호 ~~고 새~공익 샤외보강 새~상당 

직엉새~. 0 을새g 통. 받응 징죄인응 소ιF 

영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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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 두 연세 용딩장애인 j-Ol )냉 ‘'R호 

에는 새f서비스의 용!는 의효새g이 기장 

농앙다 " 1 약을치E ‘'"치E 안암치E에 
예안 §구기 농~으여 의E새~ 외에 샤외보 

강 용잉진9 의사의 기정암운진9 사외심리 

새~. 직 얼새융 새g공익 o 을새융 7);이서 

비스 응으호 나타닝다 기정암응 새g서비스 

기 셰공되는 정우 엄R안 암운핏ιF‘ .'거 용 
길운에서 “R~ 예이다 주 2외 이상이 기장 

높았다 

잉 씨 언이 시앤되길 B버는 구셰적인 서 

비스 내용응 덤원 용앵과 얘지원 7 .'lX) 새 

정적 지원과 ‘;씬 00 ， 5% 1， 기정암운 i리치 E 

(9 ,9%) 의효기관 보건기관과 연 -"I (7 .v‘ l 기 

정암푼 안팅치 효(6 ， 1%)기 잉았다 

엉 ιl 언씨 퉁급γ「정 J응 새gλ써스 

욕구도는 ]급 2급 이용. ;급 강대인 응 이 

었다 

잉 다j 언이 주융 길핀얀 새gλ써스 

욕구도률 보연 뇌i중 ~，뜯 62 ,6% , ii: B 

펀지는 85 .5% 칫우슨상펀지는 60 .ü"/o 외상 

성 뇌슨상으호 인안 강대인 중 ;，‘%기 새~ 

서비스‘ 받껏다고 8냉다 

앙 에섯 언애 기능 우준 1 띠튼 비o‘ 보 
연 완전의은인 장예인의 6‘ T/o 최얘안 보조 

기 엄요안 강매인의 78 .5% 중ζi정도의 보조 

기 경g안 장예인의 Th ‘% 최소안의 보조기 

“융안 강예인의 63 ,6% 지도강등이 ‘'R안 

장 예 인의 6O.ü"/., .~’옥잉 기능 펀지의 

60 ,1% 완전 얀 샘인의 5Z，3"/.기 써스 

.받셋다고 용딩에였다 

W 고용 

1 연구자효에 얘안고질 

기 원주시 내의 장예인 용앙 i‘지원 보건 

소 잉 ζ배인 시샅언용 

원주시 내에는 "" 종잉사외i‘지관 원주 

용잉샤외i‘지완 원주 ’에잊 사외i‘지견이 

있어 기정i‘지 지역i‘지 새기i‘지 지역사외 

‘지 장예인i‘지 경연 및 .원사엉 통 용 
닝1 사엉& 십시 tl:끄 있다 또안 원주시에 ] 

깨 보건소 그리고 문악 용엉 소호 호서 지 

정 .혼 퀴에 인영연에 -èFt 깨의 보건지 

소기 샅치 응영되고 있다 지역사외중심새g 

사엉이 ιt띠연 i애 시영적으호 시앵되기 시 

샌냉으나 구셰적인 얘인 빽이나 §구 

도 조샤죠시 이1어지고 이지 않다 띠라서 

-îJ -? ~q 새"강대인으호 용~~ 5 ，078영에 예 

안 ~.안 서비스기 이1어길 우 없는 상용 

이다 

나 장예인통급 ~애의 엉융 

‘“용의 정우 1967년에 심장 잉 호용기기능 

강대 1-， 1972연에 싱장기등징 껴 ，.，연에 "J 
정 잉 직장기능강예 ，.;연에 소장기등장예 

• 내.장예라고 ’에 다른 신‘1 상 죠 예 ‘ 
7P.J 7 와 용‘"" 어급에고 있고 이굿의 

정우 외형적 장대훈인 。μ" 신정정신1 심 
장1 생식1 약성종앙 통으호 인안 ξ10써도 

ζ배영주에 포잉사커 실셰 생~의 어허웅이 

있는 강대인에 예안 。때와 관심이 농응 연 

이다 그낀나 우리 니라의 정우 woo연 싱강 

신장 뇌!영연 장애인& 장저엉주에 포잉에였 

으나 여전에 강적 장예인에 ~tl지 옷안 호 

응징 패 와 같응 인성징 예 인도 닙상낌톨 잉 기 

능 및 능익장예호 인안 사외~ 1-21얘"d 

cap) . 경고 있다 띠라서 장예인i‘지정책의 

기웅이녕에 띠'" 이i에1도 장기적인 새g 

서비스기 엄R" 으호 장예영주‘ ~얘8에。) 

’L띠 
2 연구앙엉에 얘한고질 

기 예상자션정에 운셰정 

이싱의 연구깅과는 우신 대섣자 신정 에 있 

어서 원주지역의 6깨 연 ]깨 율 융응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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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쭈’1는 애상지i은 λ 에 속깨 잉는 융용지 스1 .요호 ’!나 tj W.a효 ’뜯 λ.I 'õ!i- 워 

역으호 우리 니리 전씨 융용지역잉 찌?녕예 얘셔 앙'~’l깅디는 이티찍인 영끽i- JI;;J:iI. 
인에 애인 톨꾀S 얘여 ’l기에는 찌인경이 잉 잉능 강얘으!< 잉잉C↓ O 러 인 경우 죠얘인의 

디 도시니 어용 ‘은 ~~ 지억외는 ‘리 증 찌.셔.，스 §구외 전은1JJJ 앤연안 전응격 

용이리는 지억a인 ‘성이 고히쩍어이 ‘ 깃 인 요구(þ"desslc.‘，_， ζ~~I기 니티 
이다 g인 등‘강얘 인 웅에서는 강예응을 3 w. 잉디 
급 이내의 징얘인~i- 얘상으효 엉운죠시. 이DI 'f'f 지악에서 잉운 ξ"서비스 욕은 
’l잉으니 우리나리잉 g얘응급 핀정의 응져 승외째‘서비스 둥이 시앵딩고 잉으나 포엉 

니 응‘강애인 ~* ~잉 스‘ 응 •• 유호 적인 기정잉운 째g서비스에 얘인 껴녕이 잉 

욕은 ￡시’ι) 중이 딩R깨 잉8 웅O 거나 ια"어 잉지 잉은 생뻐에서 이에 애인 껴 

지억쭈~ ，이 오르는 강대인잉 경우 충층강대 인 엉운죠시‘ 싱시’1영으므호 연구g괴의 

ι)0)나 영운씨상에서 씨외g 징며인이 잉i 애석에 신영‘ 기.，여이 힌다 

‘F 잉다 
리 웅융자 ‘§연에서의 연구 월요 

니 F1M 애g서비스의 .구도. 피익히는예 잉어서 

이 연구에서는 대상치의 잉싱 a ‘수영능익 ζ배인 중싱의 사용지 ‘§연에서인 조시B잉 

을 아악히기 위애 F1M이 리능 영기도우. 사 '" 의샤 ζ1호사 i리지Eλ1 ~영쳐효시 시 
용하g다 잉웃에서능 그 타당요~ 신뢰도기 m 상당샤 기시 톰사핑 동의 써기서비 스. 
용톨" 인정되었ξ니 Q입 추잉 나리셔서 적 λ"' ‘ 공급지 ‘§연 1서의 요구도에 애인 

압하게 시용 기능안지에 얘만 연구는 용옹에 연구기 i’‘“1여다 농응지역의 정우 인구노 

지 않다 . " 기증 여긴 연우에서 λ냉띤 다 잉~와 인. '’“ 응~. 동시에 인고 잉으므 
를 영기도우~q ‘싱앙.용~i- :Jf‘ " • 호 잉운 새~ .. 구성’R는 공급지 ‘연에서 
용"，0 경‘'" I껑에서 7껑까지 세용v되어 도 용!’안 ι'"조사와 시엉λ녕을 톰안 성과 
있으이 여히 이~영8잉 새g의’이과 각엉치 !’ 석이 잉여이 ‘ 것이다 시영사얼을 톰인 

.. 찌서 λ얘되고 잉 ，니 외굿의 생g잉식 프호그영릉석으호 운셰정과 보완얘쩍을 파악 

이나 우액구ξ기 우리 나잉와는 시이기 잉여 안 이.예 정진적으호 농응지역 새?안 예 인 

그대호 사용에기에는 여허웅이 잉었다 의 새g서비스기 획애입어。， ~ 것이다 

디 지역 장예인의 애g서비스에 대안 사 3 연구경괴에 예한 ~" 

견 지식 의 ’“ 
ξ시 지역의 장예인깅 그i 기옥응 애~서 기 고힘 

비스에 대안 λ 진 정보기 이용~~ ， 7J(에 " \”“i 쩌안 치효 잉 λ'""응훈잉응 강얘 
어떤 서비스가 엄요안지 잉지 옷에는 정우기 의 조기 ‘경 치효기 중요시되능 。，.. 중 

앙잉디 굿가의 잉원으호서의 기을적인 권리 심으호 이1어진다 도시장예 인잉 연영용은 

‘특& 써안 적긋성도 .측에이 용인& 써애 [ 양안에 6 애 조사지역 농흔 강예인i은 노 

서 터인이 ”씨와서 새g서비스. 셰공안다 년충이 약 1!Zi- ~:지’1영다01 5), 이 지역 
는 것 ‘ 대안 이"안) 강정 등으호 애~，서비 의 장예인i응 교육새g이나 직잉애g 옹이 

스가 엄.a~ 경우에도 용인의 욕구와는 다릉 $ 강응 사외앙여의 잉욕이 에 .. 닝은 연 
응잉 .. ，는 정우도 잉잉q 을인도 새~，서비 이잉으이 엄요성을 느끼지 용에고 잉었다 

• '" • 



.. 성~ e~.>I‘”‘ >1 ",9è ‘,. 
KAUTPT \，1아 • ’“ l W02 

이 용이의 쩌 ... 요호 ’l는 얻은 강며인 

이 잉어g 지억 내 핀연 찌g기판이 ’‘’l 
여 도시끼지 이흩.，껴 쳐E니 a육. 't.'Ot이 

”어 이에 띠를 경제 •• ，ι，. 손에이 켜서 
혹구잉헌에 엉 ... , 딩고 잉디 

따라서 융용지억의 새기강며인 얘g셔.， 

스. 시앵. 에에는 우선 노영 인구에 . u 
안 식사용.\ 욕혹 세R 등의 기샤g죠" ‘ 
요’κu안 닝.충 톨흥 원 .. 등의 인성 
갱용 징얘씨에 껴안 강기성인 인띤객 응용쳐 

E 톨층씨E 잉상생g용깅 등의 톨연예 기 
•• 욕 등잉 잉 .!.~~W서.，스 응i 웅싱S효 

~ 새”프호그잉융 깨‘’J> 쩍용'"까이 ’ i 
것이다 

니 낯은 교욕수종 

g시지억 장애인잉 깅욕수옹은 고응’이Q 

.얼 이싱이 ‘55’;호 기강 늘잉ξ니〈이용. 

응 . 00' 종은지억 강대인잉 인구’이. 강예 
.성 죠λ메 ~ 우익이 ""‘호 기강 잉잉다 

(.H. 7) 이는 인용 거우 노인잉 .，.중이 
우익" ' 잉”인 것~ 유사에q(깅션잉 ' '''' 
이 치억잉 생인잉 경인 기"" w셰 이상 

잉 노인이E호ca. 5) 정싱적 인 시 설 S에 Q 

‘ i 받기 밍i잉인 시니에1 상용을 고견에보 
연 당연안 깅~잉“ ‘ P 잉다 냥응 ''''으 
호 "써 새g서비스에 에만 용보. -;;l t에도 

자신에 세 ‘'k안 ~ -iH! 서비스 •• 지 옷에 
여 성에 잉애 보강판 기을적인 권리도 앵사 

’‘ 4 없다↓ 따라이 이긴안 농응지역 강대인 
에 대안 정쩍 ι냉 시이i에" . 이간g 

", 슨잉세 껑근‘ ‘ P 잉는 ?엄암온 애~ 
서비스. 적용에는 것이 적성’Jq 

디 지역사외 인적 i적 지원 l야 

정*의 신엉아 도시아 정’1의 깅과 융응 

은 상대적 인근강" 싱아B여기고 이다 융은 

의 엉응 인구기 도시호 이용8에 농응지역 

셋 인구 켠에 생신 건 잉인구는 .안 이’1 

잉디{li 5>. 그에 8뼈 응딩 강얘인i의 임상 
n 에 ’요인 억'1. 잉강성 시용히기 등괴 
g은 기톨액인 g흩을 위얘 요영 •• 요호 

’F능 경우는 '"χ효 나타닝tKîl 34) 띠리 
서 기정 ι'"서 강얘인의 u.기능. 얘g히 
기 어e디 오~ 이~m 인억!‘은 가정 내 
에서!인 이니리 양지억시왜 전앤 경 

쳐 니티나 지i찍인 j냉서.，스기 져 억‘i 

옷’l저 왼디 
증옹지억의 지 • • • 운찌는 인격지명!측 

에서 그쳐지 잉는q .'t..:t-얘!에 얘인 김운에 

서 .. 이 . q , 용딩인 강얘인응 ‘'"‘이 
어 저‘ 보@ 연응 등으호 준비• tl::il 잉 

~ 15‘”이엉대.，‘l 잉은 농촌거주 강 
대인i응 경찌걱 영세성 ~운에 의<'，기 i ’ 
당이 딩어 엄씬 앞서비스. 받지 옷m 

잉여 보강구. 구잉에거나 기욕구조. 연 

경 등에 월요만 새핑 •• 보’ 기 어견웠디 

잉 생 기윈의 지역 샘인에 애인 정보 

’‘ 
우리 니라의 경우 징 얘영주. 지져 정각 

시각 언어 정신지져장애호 유정지잉으q 

MO년 이i 뇌덤연 장예 정신장애 “강 

예 싱장 잉 심장 장에까지 획애씨엉디 그허 

나미퉁. 죠예인 • • 양기 써.，껴 지역주인 

욕응 관1 공우원 .. 예상으호 양운안 응~ 
~예인 퉁‘ 영주니 퉁.‘， ~ 갱신점” 그리 

고 징얘인 퉁‘으호 받1 되는 찌Q에 예’} 

에 잉지 옷에는 정우기 잉이다 

또안 정. 시원에서는 장예인& 쩌안 새g 

‘지정객 j. -"~tI71인 실깅적인 앵정기핀인 

지잉.처의 .지딩딩 웅우원응 인 f.H)밍 정 

’역으호 인애 강다안 앵정처리와 파도~ 엽무 

• 도밍"'*엠’1고 있었다 그호 인애 이i 

이 융 연의 소외g 훗의 징 애 인& ’‘경에고 

그i에1 도웅이 되는 정보. 셰~~l기에는 

어견융이 !ι」 이긴~ 언싱에서 이강잉 억. 

이 중요시B어지나 ’영정 엽~ 'i!-"잉 깅소외 

• 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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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찌호 째호 전잉’한 강애인의 경우 를 인 

’"",’ 신고히는 a정은 영g입고 연시우스 
에인 신고"껴 지억추인i이 전잉 강얘인i 

에 얘m 찌익에 어히응 써정이다 저q기 이 

강 톨 인징i은 기티 잉우기 앙고 강얘인정 

찍이니 쩌g정찍에 애인 정용기 !‘’JOl •• 
•• 으호 지억시잉 강쩌인에게 찍극격인 정 

•• 찌용’1기기 어.q 

이이 등.잉 깅얘 인에 애인 정보의 강 

''''에"，에도 여R 기지 응찌기 l견딩엉디 
응새잉 강예인잉 λ1"..' 01"-에도 강얘 인 등. 

애강에 그 이.이 그씨효 응~. 정우도 잉 

l 강예인의 소재지니 연잉쳐기 .리거나 잉 

는 경우오 인연’);!q 그리l 징며인 상찌의 

1천 오는 잉획 λ 에요 초기에 인정 앙응 강 

얘 응긍이 그대효 유치되어 잉거나 뇌 영연 

징예인이 엉딩인 지씨 강예인 등급으호 "~ 
흩 에도 잉엉q ，만생인이 %우 이는 

8“'0' 잉어" 어떠안 에잊이 있는지 여영 
꺼 이용하는지에 얘안 정보기 없어서 에 • • 

받치 옷하고 잉는 강예인도 잉이다 이는 우 

선 씨융 지역만 H)2} "이 ‘지당당 공우원 

잉 4기 영대 ’‘”고 앵정업우기 ;니다.，으 
호 용용히고 강기적인 장애인에 예안 서비스 

• 셰용.，기 잉.'， 며푼으호 .* 잉다 
g시장예인응 애기앙운긴t니 응외애g서 

비스 g응 장예인 용앙‘지원 퉁& 톨애 새 
.정보에 대안 낄근이 비교적 용이’l지인 농 

응거추 강예인i응 ‘지서비스의 전~ .. 의 

이에잉 장예인i의 냥응 교육우증과 노잉으 

효 인어 애정보 잉 장얘앤지에 완안 • 

도 잉 씨잊 흥 재g정보. 같 오으고 잉영다 

]려l 써.정보.~고 잉더잉도 퉁 •• 이 

!잉얘 i 지뺀용시 인 •• 구”이기 어견쩌 퉁 

•• 웃안경우도 잉영다 

지역λ 외의 장애인에 애안 기용적인 따약 

조>>.기 영든 상용에서 효과적인 장얘인 

‘지정끽율 시엠야기원 사실상 .가긍8")01 ， 

지역시외 정!잉씬 딩g자i은 얘딩 지역 잉 

O 강 를강 인강 ]라고 보건소와 잉써 예1 
끽인 장얘인 상대조사얘 λ 직얘0’ ‘ 젓이 

다 또안 이러안 조사와 ''"어 이i파 잉인 

공우앤의 정얘정!에 얘안 정보. 세공히는 

a육도 ".어져이 ‘ 것이다 
인용용연 

강세윤 지역시외풍싱 째gλ 잉 걱용에 잉어 

서의 의E째g 지역λ 외풍성 째g 잉인 

껴‘을 애인 wakshq>, 1991 
강동연 갇얘엔 의E껴g서비스의 , .. 도에 

애엔 연구 단국얘I~.ii!. 엠정애인생 1잇. 

강간 4 닝i웅의 진딘피 치효 애인의익엉외 
지 199235(3) :NJ -39a 

"뻐온 재기정예인 의효재g서"스 g성잉 
잉인써 핀인 연구 용이예익피 정~피익 

대인핑 ,., 
인에영 새 JPJClI인 슨외셰g서씨스의 지속성 

과 정P성의 찌1잉인 19$ 
인옥의 {，'c애인‘지잉 ，，.꾀 잉셰 ‘i은시 

1~:IS6-1 58 

보건‘지# ζ》예인‘”시잉지싱서 애% 

보건‘지. 강예 인‘.:<I ':i 잉잉 2000 
.친시ζ쩌인용잉‘지잉 ‘잉시 강애인 에뻐 

조사 용석깅~ 보고 '"3 
서이에 이찌엉 정응영 "정깅i 시엉사잉 

-è!j:선딩 잉 긴 .• 충새 .혀 연구 대안 
간j:， 199': 

슨훈유 새"앙에인 .지정찍，. 윈안 연구 

용굿애 앵정대외엉 ' '" 
안잉싱 영놓잉k애인 얘기i지시업 확대강안 

N애인， 경상대~-il， 1~ 

S영얘 기정앙은 .잉씨E에 완안 잉용혀 연 

구 안앙애인교 앵정애인입 19" 
이경우 농어용 장뼈인‘지의 은씨정잉 재g 

예찍에 관!’ 연구 중앙대잉교 시잉깨‘ 

애인원 ,æ. 
이용상 새기지에ζ에인의 시에잉잉 어씬요 

엉 대구대인a 대익영 æ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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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국경{톨혀시l이외에 까i앤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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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영닙 깅정'1 。연l응 자치시대의 보건의S 

서비스 찌1의 깨션임안 인셰애인o 보 

건~인 연구소 j“강 ，~. 

조영주 지역사외중심 새기i‘지서비스‘ 받고 
이는 새가장예인의 §구!’석 정성예인 

o 정잭정보애인원 ' "' 
최연응 깅얘언 서이에 외 2영 퇴원펀지의 

기정간호 §구와 기정간호 사엉의 효과 

용석 예안ζ)호 셰3이권 j“호 '", 
Jetta LF. HOlDl eare Icr the a imt 1HOO 

Has Had a CVA. D인mar ， 2J)J C 
Jetta LF. Hocæ Care Icr tæ Cli따 뼈~ 

~ι.tilitati::n ， Ce!rær p，뼈ishm 19'3 9 
h써a VD , D3대 s B. A椰nt in 

O:curatiooal Tæ rapy 8lld P뺑 

Theraw ‘'/,B. Saunders 00" 1997 
Keith RA , 1• r ∞mp:eænsiw treatrænt 

æsm rehatilitatioo , Arch Ph잉 생 

P<lhati l.1 9'31•"‘) :2li9 낀‘ 
M:Carthy E. Corrp야찌e OO lYB care lor 

영roor I>::6p:tal discffir~ε Nα"M_ 

1976;24 (1이 625-6lJ 

TI"αIij LK. Gniatric Reffitilitatioo Mmual 

'"~‘~ 
W8rdy KA 싸challi EM: H::t-æ R:얘비 itaticrl 

""ν/ 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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