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52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형 돌봄체계 구축

완  료
(종  료)

완  료
지속추진

추진 중
(전체 사업진도 %) 목표연도 및 월 비 고

- - 42% 2022.12. 약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사업대상 : 42,962명(발달장애인 3,996, 지체장애인 등 38,966)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연차별 계획수립 시행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발달장애인 인권보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존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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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산투자현황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합계

(a~g합계)
기투자

(a)

2018.7.~12.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까지2022.7월 이후

확보 집행(b) 확보(c) 집행 확보(d) 집행 계획(e) 계획(f) 계획(g)

계 254 67 67 20 20 73 47 47

국    비 0

도    비 17 7 5 5

시    비 237 67 67 20 20 66 42 42

민간자본 0
 

3. 연도별 성과지표

구 분 성 과 지 표 단위
연도별 성과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

기존 발달장애인지원
센터 설치 등 % 20% 40% 60% 80% 100%

변경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구축
% 20% 40% 60% 80% 100%

누적이행(진도)율 100% 20% 40% 60% 80% 100%



【변경 요구사유】

○ 현행법상 시·군·구에 수원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권한 부재 및 기존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인력충원과 기능보강으로 발달장애인의

    생애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4. 성과지표별 추진현황(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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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중

∙  ∙ 관련부서와 협의 중

○ 2019 시민과의 약속 평가결과(2020. 1. 31.)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추진계획 포함)

⦁발달장애인의 영·유아기 조기

  발견부터 성인기 자립지원에

  이르기까지 생애단계별 서비스

  구축 필요

⦁발달장애인 가족심리 상담지원 사업 추진

 - 발달장애인 가족심리연구소를 운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조기개입을 위한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 

5. 추진성과

○ 수원시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 용역 추진 완료

⦁추진기간 : 2019. 2. 1. ~ 8. 31.

⦁연구내용 : 수원시 발달장애인 복지환경 분석 및 수원시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운영방안 도출

○ 수원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기존인력을 전문 심리상담사로 대체하여

   관계중심행동중재 및 조기발견 등의 기능 보강 (2020년 2월)

⦁긍정적행동지원(PBS : Positive Behavior Support)매뉴얼 및 사례집 발간

⦁발달장애인 평생설계수립 일부과정(2단계) 시범 운영 등



6. 추진 중 사업 분석

【미완료 사유】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인력충원 및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할 사항임.

【문제점 및 개선대책】

  ○ 해당없음

7. 향후 추진계획

○ 수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0. 9월

⦁발달장애인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계획 

○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 ---- 2020. 9월 

⦁현행법상 시·군·구에 수원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권한 부재로 현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을 위해 인력충원 

⦁발달장애인의 관계중심 행동 중재, 조기발견 및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주요 기능 보강을 통한 생애주기형 돌봄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 생애 단계별 서비스 제공관련 부서 업무협의 ----- 2020. 12월 

○ 분야별 추진과제 확정 및 생애단계별 서비스 연계 추진 ----- 2022.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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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숙 2210

장애인정책팀장 신한길 3335

주무관 조정의 2214

협조부서 직(직급) 성  명 전화번호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 이성률 3147

일자리지원팀장 전용기 3871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김현광 2193

평생학습팀장 김성중 2198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김종석 2193

주거복지팀장 김매옥 3410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5820

건강증진팀장 김진희 5830


