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건강-06 장애인 지원강화

신규여부 계속 완료시기
25.12월
(임기내)

사업기간 중기

총사업비 144,461백만원 사업유형 관리 대상지역 전 동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장애인복지팀장 김종명 담당 길원배(1924)

 정책목표

○ 국․시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과 함께 행복한 금천을 실현하고자 함.

 민선7기 추진성과

○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사업명 추진성과 비고

ㆍ장애인복지시설 구기능보강 사업 ㆍ직업재활시설 구기능보강사업(시설별 500만원)

ㆍ장애유형별 쉼터 조성 ㆍ시각장애인 쉼터 및 돌봄쉼터 조성

ㆍ장애인단체 활동공간 및 사업지원
ㆍ11개단체중 8개단체 사무공간 운영 지원
ㆍ사업비 확대 48,000천원 → 55,000천원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이동권 보장

사업명 추진성과 비고

ㆍ장애인 일자리 사업 시행 ㆍ’20년 98명, ’21년 123명, ’22’년 138명으로확대

ㆍ장애인생활밀착형편의시설설치및운영
ㆍ경사로 ’21년 185개소, ’22년 175개소 설치
ㆍ급속충전기 ’21년 9개소, ’22년 5개소 설치
ㆍ무료셔틀버스 운영(코로나로 잠정 중단)

ㆍ스마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ㆍ’21년 9면, ’22년 10면으로확대설치

ㆍ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ㆍ연간 10,000천원이내 10가정 내외 지원

○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사업

사업명 추진성과 비고

ㆍ장애인활동보조 구비 추가사업 ㆍ최중증 독거 2명, 발달장애인 20명 추가 지원

ㆍ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ㆍ’20년253명, ’21년278명, ’22년6월현재221명

ㆍ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 서비스 ㆍ’21년21명, ’22년6월현재18명이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

○ 사업내용 : 실질적 장애인 지원시책 강화

- 장애인 단체 및 시설 복지지원 역량 강화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이동권 보장 강화

- 장애인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총사업비 : 144,461백만원(국47,243, 시58,212, 구39,006)

 세부추진계획

○ 장애인 단체 및 시설 복지지원 역량 강화

- 장애인복지시설 구 기능보강 사업 확대

ㆍ 장애인거주시설 등 지원시설을 다양화하여 구비 지원 지속 확대

ㆍ ’23년 10개소 → ’24년 12개소 → ’25년 15개소로 지원시설 수 점진적 확대

- 장애유형별 전용쉼터 지속적 조성

ㆍ ’22년 지체장애인 전용쉼터, ’25년 주공13단지 통합쉼터 조성

※ 농아인쉼터, 시각장애인쉼터, 장애인 돌봄쉼터 기 조성

- 장애인단체 활동공간 및 사업지원 강화

ㆍ 11개단체 중 미지원 단체(2개소) 활동성과에 따라 연차별 공간지원

※ ’23년 지체장애인협회 금천지회, ’25년 녹색재단 금천지회 지원

ㆍ 장애인 단체 활동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보조금 연차별 확대

※ ’21년 48,000천원, ’22년 55,000천원, ’23년 60,000천원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이동권 보장 강화

-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ㆍ 장애유형으로 인한 불리한 채용조건을 보완하여 발달장애인 특화사업 시행

ㆍ ’23년 1개사업 5명 → ’24년 2개사업 10명으로 점진적 확대

- 장애인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확대

ㆍ 생활밀착형 소규모 경사로 및 이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지속적 확대 설치



ㆍ 경사로 연간 150개소 이상, 급속충전기 연간 5개소 이상 설치

ㆍ 코로나로 운영중단된 무료셔틀 버스 ’23년 운영 재개(전기저상버스 구매)

- 스마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추가 설치

ㆍ ’22년 공공기관 10면, ’23년 공영주차장 20면, ’24년 공영주차장 30면

※ ’23년부터 서울시 공모사업 시행 예정

-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확대

ㆍ 기존 10가구에서 ’23년 15가구 → ’24년 20가구 등 점진적 확대

○ 장애인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장애인활동보조 구비 추가사업

ㆍ 장애특성상 타 장애대비 종합점수가 낮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에게 추가 활동지원 구비 지원 대상자 연간 25명으로 확대

※ 연간 최중증 2명, 발달장애인 20명 추가 활동시간 지원

-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확대

ㆍ 실질적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 미등록 아동에 대한 서비스 확대

※ ’21년 40명, ’22년 70명 대기 후 하반기 해소

- 성인 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 운동 서비스 확대

ㆍ 국시비 예산배정이 부족한 맞춤 운동 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

※ ’21년 21명 이용, ’22년 18명 이용중으로 국시비 예산부족으로 추가 접수 못함

○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2년 23년 24년 25년 26.6월 임기후

장애인단체및시설복지지원역량강화 설치1건 지원1건 설치1건/지원1건 운영

장애인자립생활지원및이동권보장강화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운영

장애인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서비스 확대 서비스 확대 서비스 확대 서비스 확대 운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단체 및 시설에 대한 국시비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단체 및 시설의

장애인 지원 역량에 한계성 발생

⇒ 단체 활동공간 지원과 장애유형별 쉼터 조성, 시설에 대한 구

기능보강사업을 확대하여 장애인 돌봄, 안전, 생활 지원 강화

○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구 차원의 사업확대 필요성 증대

⇒ 발달장애인 구 특화일자리사업, 편의시설(무료셔틀, 경사로, 주거

편의) 지원사업을 통해 자립생활 및 이동권 보장 강화

○ 국시비 매칭사업의 배정예산에 대한 수요 불균형으로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 사업간 예산 조정 및 구비추가 사업을 통해 균형 있는 서비스 제공

 소통계획

○ 이해관계자 : 관내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및 시설

○ 소통 방법 및 매체

- 반기별 단체 및 시설 간담회

- 상반기 장애유형별 전수조사 실시

※ ’21년 발달장애인, ’22년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전수조사 실시

- 하반기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

- 홈페이지 및 SNS, 소식지에 수시 홍보

※ 사업대상자 안내가 필요한 사항은 통통복지콜센터를 통해 문자홍보

○ 구 의회 협력계획 : 주요업무보고 및 수시 협력 요청

- 하반기 정례회 예산편성시 장애인 지원예산 확보 협의



 협업사항

○ 보건복지부 : 매칭사업 자치구 수요에 맞게 조정 지원

○ 서울시 : 자치구 사업 지원 확대

○ 부서별 협조사항

- 복지지원과 : 저소득 장애인 통합조사 지원

- 복지정책과 및 홍보디지털과 : 서비스 이용 홍보 협조

 기대효과

○ 구 특화사업 시행으로 국시비 매칭사업 사각지대 해소로 실질적

장애인 지원시책 강화

○ 정부시책에 발맞춰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 강화

 연차별 투자수요 및 집행액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 계
연차별 투자수요 및 집행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확보액

및
투자수요

집행액확보액집행액소요액집행액소요액집행액소요액집행액소요액집행액소요액집행액

계 144,461 16,998 0 0 24,376 16,998 26,747 0 28,821 0 31,562 0 32,955 0

국비 47,243 5,944 8,722 5,944 9,072 9,326 9,782 10,341

시비 58,212 6,445 9,464 6,445 10,826 11,635 12,833 13,454

구비 39,006 4,609 6,190 4,609 6,849 7,860 8,947 9,160

민간 0 0

기타 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