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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사업대상 : 42,393명(발달장애인 3,783, 지체장애인 등 38,610)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연차별 계획수립 시행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발달장애인 인권보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존 수원시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기능 보강

   ⦁발달장애 조기발견 및 의료, 교육, 문화 등 생애단계별 서비스 연계 추진

2. 예산투자현황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합계 기투자
2018.7.~12.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까지 2022.7월 이후

집행 집행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 284 67 20 30 73 47 47

국    비 0

도    비 20 3 7 5 5

시    비 264 67 20 27 66 42 42

민간자본 0

【변경 요구사유】 

○ 현행법상 시·군·구에 수원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권한 부재 및

     예산 부족으로 기존 수원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인력충원과 기능  

     보강으로 발달장애인의 생애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연도별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단위
연도별 성과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구축

% 20% 40% 60% 80% 100%

누적이행(진도)율 100% 20% 40% 60% 80% 100%



4. 성과지표별 추진현황(2019. 12. 31. 기준)

성 과 지 표 추   진   현   황

누적이행(진도)율

○ 수원시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 용역 추진 완료
   ∙ 추진기간 : 2019. 2. 1. ~  8. 31.(7개월)

 ∙ 연구내용 : 수원지역 발달장애인 복지환경 분석 및 수원시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운영방안 도출

   ∙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 2회 

○ 2019 시민과의 약속 평가결과(2019. 5. 9.)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추진계획 포함)

⦁전 생애주기에 걸친 상담지원,  

  장애인식개선지원 등 포괄적  

  서비스 필요 등

⦁수원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생애주기 기반 통합 상담체계

  마련 방안 도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구축 예정

5. 자체 평가결과
【잘 된 점】
○ 『수원시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기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상담기능을 확대하고 보강하는 운영 안을 도출

6. 향후 추진계획 
  ○ 수원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 관계중심 행동 중재, 조기발견 및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주요 기능 보강을 통한 생애주기형 돌봄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 생애 단계별 서비스 제공관련 부서 업무협의  

  ○ 분야별 추진과제 확정 및 생애단계별 서비스 연계 추진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 정책실명제
담당부서 직(직급) 성  명 전화번호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숙 2210

장애인정책팀장 신한길 3335

주무관 이서희 2214

협조부서 직(직급) 성  명 전화번호

일자리정책관
일자리정책관 이성률 3147

일자리지원팀장 전용기 3871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김현광 2193

평생학습팀장 김성중 2198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김종석 2193

주거복지팀장 신철승 3410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5820

건강증진팀장 김진희 5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